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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프트웨어 개발자의 삶은 쉽지 않다. 거의 약 10년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소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기술은 더 빨리 변하고 있

다. 10년 전에 개발자들은 Win 32에서 .NET과 C#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
을 재정비해야 했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플랫폼이 다시 등장했다. 그 이름은 윈도우즈
8(Windows 8)이며, 윈도우즈 앱에 대한 이해와 실행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윈도우즈 8은 이전에 있던 윈도우즈와 전혀 다르다. 새로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모델
은 단순성과 보안성, 그리고 배터리 효율성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신 윈도우즈 앱들
은 전체 화면과 단일 인스턴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의 실행을 중시하고 있다. UI는
XAML이나 HTML, 또는 DirectX로 구축될 수 있다. 이 앱들은 악성 코드를 중지하는
샌드박스(sandbox)에서 실행하여 윈도우즈 스토어(Windows Store)에 출시하기 전에 위
배되는 것이 없는지 검사하게 된다. 이러한 앱들은 터치스크린을 권장하지만, 마우스나
다른 입력 장치들로도 동일하게 실행된다. 게다가 한 번의 클릭으로 인스톨되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제거된다.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에는 WinRT라고 알려진 Windows Runtime API라는 새
로운 API가 있다. WinRT는 윈도우즈 API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면 어떤 모습이어
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전의 윈도우즈 API는 오래되었고, 과도하게 복
잡하며, 특정 언어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WinRT API는 완전히 현대적이
며, 다양한 언어에서 호출될 수 있다. 게다가, 윈도우즈 8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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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HTML과 JavaScript에 정통한 개발자도 XAML과 C#을 이용하는 개발
자처럼 윈도우즈 앱을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한다.
예상했겠지만, 이 말은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WinRT는 윈도우
즈 API이며, ‘메트로(Metro)’라고 알려진 새로운 UI 레이어는 윈도우즈 앱의 새로운 화
면이다. 과감하게 도전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윈도우즈 8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WinRT를 배운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동기 프로그래
밍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윈도우즈 앱은 일시 정지되
어 있어야 하고, 일시 정지된 앱은 언제든지 운영체제에 의해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다
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화면의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는 기술을 앱에 결
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윈도우즈 8 환경에서 최고의 앱으로 만들어 주는 라이브 타
일과 푸시 알림, 그리고 다른 기능들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강력하고, 부드러우
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윈도우즈 UI를 만들기 위한 XAML 사용법과 윈도우즈 8 설계
에 대한 철학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낯선 곳을 여행하고 있다면 그곳에 대해 잘 아는 가이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윈도우즈 8에 대한 설명을 제레미 릭니스(Jeremy
Likness)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레미는 32시간을 하루처럼 일하고 겨

우 4시간만 자는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했었다. “나보
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제레미와 일하면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야 했다. 제레미에게는 새벽 3시
에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2분이 채 지나기 전에 답장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왜 그가
Wintellect의 최고 컨설턴트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고객들을 위한 윈도우즈 8 솔루션
설계와 구현을 그에게 맡기는지에 대한 이유다. 그가 실제 개발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면 아마 최고의 교사가 되었을 것이다. 제레미는 실제 고객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진심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유이자 개발자들에게 어
떻게 도움이 될지를 기대하는 이유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윈도우즈 8은 엄청난 변화다. 아마도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발표
한 이후로 가장 대범한 변화일 것이다. 더불어 시기적절한 변화다. 다음 10년 동안의 소
프트웨어 개발은 전통적인 PC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태블릿과 휴대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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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모바일 장치용 앱들이 개발될 것이다. 관련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며, 마이크로
소프트의 새로운 서피스(Surface) 태블릿을 포함한 휴대기기용 앱들이 엄청난 돈을 벌
게 해 줄 것이다. WinRT를 간과하는 것은 이러한 윈도우즈 장치들을 위한 개발을 놓
치는 것이다.
WinRT를 배우자. 그리고 엄청난 앱들을 만들자. 이 플랫폼을 여러분이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항상 곁에 두자.

_ 제프 프로사이스Jeff Prosise, Wintellect 공동 창업자

옮긴이
머리말

‘윈

도우즈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윈도우즈, 비
주얼 스튜디오, Win32 등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역자는 1990년대 후반에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처음 접하였지만, 배우기가 만만찮았던 기억이 난다. 진입 장벽이 높
아서 수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만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자바
라는 언어가 대세가 되었고, 인터넷 시대가 왔고, 또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개발자들은 여
러 분야로 나뉘었고,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인기는 사라지는 듯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과 아주 다른 UI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윈도우즈 8을 발표하였
다. 메트로 UI를 앞세운 새로운 윈도우즈에 대하여 어떤 개발자들은 환영하였고, 어떤
개발자들은 실망하였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키보드와 마우스만을 입력 장
치로 사용했던 이전과는 달리, 사용자의 터치 입력도 고려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때문
에 애플리케이션의 UI를 다시 생각해야 했고, 게다가 개발 언어와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
이다.
예전에는 어색했던 터치 인터페이스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터치에 대한 사용자들의 학습
이 이루어진 지금, 역자는 윈도우즈 8을 시작으로 새로운 윈도우즈 시대가 열릴 것이라
고 믿는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이며, 이 책은 그 새로운 시
대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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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윈도우즈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처음 시작
하는 개발자는 물론, 기존의 윈도우즈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경험한 개발자 모두를 위
한 책이다.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를 위하여 설치와 기본부터 설명하며, 완성된 애플리케
이션을 배포하는 것까지 다룬다. 특히, 로컬 중심의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서버와 통신하
는 애플리케이션 샘플까지 설명하므로 윈도우즈 8용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
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독자와 저자를 이어주는 역할이 역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걱정되고 바람
을 갖게 된다. 저자의 지식과 마음을 독자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 단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 번역하였다. 이런 역자의 노력이 국내 독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나 자
신이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아쉬움과 빈 여백을 조금이나마 채우
고자 카페(http://cafe.naver.com/petersbook)를 운영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또
는 저자에게 묻고 싶은 것까지도 대신하고자 만든 공간이며, 이곳을 통해 샘플 코드와 오
탈자 정보들도 담도록 할 것이다.

감사의 말
“I love you, Lord.” 아무리 고백해도 채워지지 않는 고백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늘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지금도 한
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강승희)에게 마음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고생하며 준비하는 트렌디앱(http://www.trendyapp.co.kr)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대한민국 1등 개발서적들을 출간하는 제이펍 출
판사에서 받는 도움과 지도는 늘 감사함과 존경심이 따르게 된다. 출판사 대표님과 관계
자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늘 나의 마지막 감사의 대상이 되는 내 아버지께
가슴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2013년 5월
황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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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 초에 윈도우즈 8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인터넷
을 휩쓸면서 개발자들은 그 새로운 플랫폼의 형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소

문에는 새로운 플랫폼이 .NET Framework를 지원하지 않으며, C++이나 HTML 5,
그리고 JavaScript만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 소프트웨어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
었다. 트위터에 유출된 초창기 빌드 모습과 스크린샷들은 그러한 추측을 더욱 부추겼다.
결국, 2011년 9월 13일에 스티븐 시놉스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부서장에 취임
하였고, 윈도우즈 8의 초기 빌드를 세상에 발표했다.
필자 역시 초기 빌더를 다운로드하여 가상 머신에 설치하였다. .NET Framework가 존
재하며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새로운 플랫폼에 기존에 필자가 만들었
던 Silverlight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었고, C#과 XAML이 새로운 ‘메트로 스
타일’의 애플리케이션(이 이름은 윈도우즈의 RTM 버전에서 윈도우즈 스토어(Windows Store)
애플리케이션으로 변경되었다)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아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윈도우즈 8을 발표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BUILD 콘퍼런스에 참석하지는 못
했지만, 거기서 발표된 세션들은 세션이 끝난 후 곧바로 접속하여 볼 수 있었으며, 매일
밤낮으로 심지어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것들을 보았다.
윈도우즈 8 플랫폼은 윈도우즈 런타임(Windows Runtime)과 윈도우즈 기기에서 이전
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들을 갖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필자는 며칠 동안 애
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았으며, 새로운 컴포넌트들이 다양한 터치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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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무엇보다 Silverlight와 WPF의 C#과 XAML 기
술들이 새로운 런타임에 적용되는 것이 기뻤다. 필자의 책인 『Designing Silverlight
Business Applications』를 출간한 출판사와 연락하여 “윈도우즈 8에 관한 책을 쓰고 싶
어요.”라고 바로 말했다.
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Early Adoption Program(옮긴이_EAP, 얼리 어답터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컨설팅과 트레이닝 회사

인 Wintellect은 윈도우즈 8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배우길 원하는 개발자들을 대상으
로 핸즈온 랩(hands-on lab)과 워크숍을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제
품의 초기 빌드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최종 버전의 일부가 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었다. 필자는 화면을 터치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다양한 콘텐츠를 애플리케
이션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 그리고 시작 메뉴에 요약 콘텐츠가 있는 라이브 인터렉티브
타일을 제공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이 책을 쓰면서 개발자들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사랑하게 될 10가지 이유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기사로 썼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다.
http://www.informit.com/articles/article.aspx?p=1853667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플랫폼을 좋아하게 될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들은 다음
과 같다.
≐≐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 VC와 C#, C++, 그리고 XAML이나 HTML5와

JavaScript를 포함한 특별한 언어들로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 XAML

― 예전에 Silverlight와(또는) WPF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XAML의 강

력함과 유연성에 익숙한 개발자들은 그 XAML을 이용하여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
션을 개발하는 데 아주 편안할 것이다.
≐≐ HTML5

― 비록 이 책은 C#과 XAML로 개발하는 것을 주로 다루지만, HTML5에

대한 강력한 지원은 태블릿과 터치 기반의 개발로 넘어오는 웹 개발자들에게 매력적
일 것이다.
≐≐ W
 indows

Runtime(WinRT) ― 윈도우즈 런타임(Windows Runtime)은 단 몇 줄의 코

드로 복잡한 작업을 일관되고 간단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컨트롤과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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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그리고 메서드 호출을 제공한다.
≐≐ C
 ontracts

― 이 새로운 시스템의 ‘Contracts’는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사이에 새

로운 수준의 공유와 통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비동기적

지원 ― await와 async라는 키워드의 도입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터치

― 터치 기반의 입력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작 방법 중에 최고의 기능을 지

원하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첫 번째 클래스이며, 터치 이벤트와 조작으
로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간단한 API다.
≐≐ 설정

― 설정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일관되

고 익숙한 방법을 제공한다.
≐≐ 로밍

프로파일 ― 클라우드를 통해 윈도우즈 8 기기 간에 동기화하는 코드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고 쉽다(말 그대로, 단 한 줄의 코드로 데이터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 아이콘

― 윈도우즈 8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명령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이미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이 책에서 필자는 윈도우즈 8용으로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을 ‘윈
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것이다. Visual Studio 2012에서 이러한 새로운 애
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템플릿들은 ‘Windows Store’라는 이름 아래에 있다. 이러
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윈도우즈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지만, 기존의 데스크톱 스타일의 애
플리케이션들도 윈도우즈 스토어를 통해 배포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Visual Studio
2012 템플릿들을 언급할 때나 기존의 데스크톱 스타일과 새로운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
을 비교할 때만 ‘윈도우즈 스토어(Windows Store)’를 사용할 것이다. 그 외에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에 관한 상위 10가지 항목들만 훑어보았다. 윈도우즈 8은 기존에 출시된
윈도우즈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며 많은 변화가 있다. 여러분은 터치를 이용한 새로운 인
터페이스를 채택해야겠지만,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조작하는 방법들도 항상 제공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코드와 기존에 없었던 새로
운 컨트롤과 컴포넌트를 다루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책은 여러분이 이 새로운 영역
을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C#과 XAML을 이용하여

XVII

XVIII

이 책에 대하여

놀라운 애플리케이션을 곧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
이 책의 목적은 C# 프로그래밍 언어와 XAML, 윈도우즈 런타임, 그리고 .NET
Framework를 이용하여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여러분이 약간의 개발 경험이 있다고 가정한다. 필자는 C# 및 XAML
과 관련된 기본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지만,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윈도우즈 8 플랫폼이 아닌, C#이나 XAML에 관한 고급 개념에 대해
필자가 언급할 때에는 다른 책이나 기사, 또는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이해
를 돕고자 했다.
여러분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병합하려고 하는 WPF의 Silverlight 개발자이거나, 아
니면 윈도우즈 8 플랫폼을 처음 접한 개발자라도 좋다. 이 책은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
트를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출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배울 수 있도
록 안내하고 지원해 줄 것이다.

이 책의 활용 방법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C#과 XAML로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장은 대상 플랫폼의 기초적인 이해부터 여러분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코드 예제들은 여러 기능과 프로그래밍에 관
한 모범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제공된다. 일반적인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하는 모든 컴포넌트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대부분 장들은 이전 내용을 기반으
로 한다.
각 장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해당 주제에 관한 소개로 시작하고, 그 주제에 대한 기
능을 구현한다. 코드 샘플을 따라 진행되며, 주제와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자세
히 설명한다. 코드 샘플의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며,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주제를 요약한다.
필자는 여러분이 기존에 어떤 경력(또는 경험)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것을 권장한다. 각각의 장들을 읽으면서 여러 개념을 처음 접하더라도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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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서로 연관되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책을 전부 다 읽은 다음에는 레퍼런스
가이드로 옆에 두고 특정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을 때마다 해당 장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
이다.

필자의 경력
필자의 첫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TI-99/4A(옮긴이_최초의 8비트 컴퓨터)에서 BASIC
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이후 필자는 Commodore 64(옮긴이_코모도어 인터내셔널
이 1982년 8월에 내놓은 8비트 가정용 컴퓨터)용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래밍하였고, 유닉

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C와 C++을 배웠으며, 나중에는 iSeries로 잘 알려진 중간급의
AS/400 컴퓨터에서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최근 20년 동안 필자의 주요 관심사는 확장할 수 있고 높은 병렬성의 웹 기반 엔터프라이
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Silverlight 3.0이 배포되기 전부터 Silverlight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다. 그
시절 필자는 데스크톱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AJAX 중심의 ASP.NET
모바일 장치 관리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12명의 개발자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
팀이 CSS와 JavaScript와 같은 다양한 웹 기술을 습득하고 여러 브라우저와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필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Silverlight가 우리 팀이 찾고 있던 바로 그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 필자는 ASP.NET MVC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된 대용량 웹 애플리케이션과 함
께 XAML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하였다.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필자는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동안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백엔드 데이터 센
터를 위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도왔다. 필자는 또한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생
각과 감정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 주는 소셜 미디어 분석 프로젝트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에도 Silverlight를 이용하
였다. 또한,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전자책 플랫폼의 Silverlight 버전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인터렉티브한 경험과 오디오를 제공하기 위해 커스터마이징하는 팀에서 일
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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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작업은 .NET 전문가로 유명한 제프리 리처(Jeffrey Richter)와 제프 프로사이스
(Jeff Prosise), 그리고 존 로빈스(John Robbins)가 설립한 회사인 Wintellect에 있으면

서 했던 것이다. 이 세 명은 .NET Framework와 CLR(Core Language Runtime)에 관
한 책을 셀 수 없이 많이 썼으며, 수천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을 훈련시켰고, 프레
임워크의 설계와 개발로 런타임에 기여하였다. Wintellect은 필자에게 이 분야의 리더들
과 아키텍트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성공적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
한 그들의 모범 사례와 솔루션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Silverlight 개발자(MCTS)와 WPF 개발자(WCP)를 포함하여 다
양한 XAML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7월에 Silverlight MVP로 인정받
았고, 2011년과 2012년에도 다시 선정되었다. 이것은 XAML 기술에 대한 블로깅과 트
윗,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그룹 모임과 콘퍼런스 발표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필자는
윈도우즈 8에 대한 핸즈-온 랩과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에 대한 블로깅
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필자의 XAML 작업 경력이며,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하여 깊은 영감을 준 서버와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 구축 방법
에 대해 필자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감사의 글

보

통은 책의 저자가 모든 찬사를 받게 되지만, 이와 같은 기술서는 팀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것을 배웠다. 조엔 머레이(Joan Murray)는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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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일하고 있다. 초안을 만들고, 구체화하고, 변경, 편집, 그리고 피드백의 모든 과
정을 최상으로 유지해 준 엘리 브루(Ellie Bru) 개발 편집자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필자
가 멋진 저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필자의 잘못된 문법들을 모두 수정해 준 로리 라이언스
(Lori Lyons)와 크리스탈 화이트(Christal White)에게 감사를 표한다.

필자를 지원해 준 Wintellect의 동료에게 엄청난 감사를 표한다. 스티브 포터(Steve
Porter)와 토드 파인(Todd Fine)은 늦은 밤과 이른 아침마다 필자의 일상생활과 집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제프리 리처(Jeffrey Richter)와 제프 프로사이스
(Jeff Prosise)는 필자보다 먼저 굉장한 책들을 수년간 집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영

감과 지식을 주었다. 제프리의 코드 샘플과 제프의 랩(lab)은 필자가 이 새로운 플랫폼을
배우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귀중한 도구였다. 존 가
랜드(John Garland)는 이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을 함께 배웠던 동반자이자 현명한 기술
편집자로서 책 내용의 형태와 구성을 도와주었다.
여러 과정에서 필자를 도와준 텔러릭(Telerik)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자신의 팟케스
트에 초대해 준 제시 리버티(Jesse Liberty)와 HTML과 JavaScript 부분에서 도움을 준
크리스 셀스(Chris Sells), 그리고 이 책의 여러 과정뿐만 아니라 기술 편집자로서 귀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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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준 마이클 크럼프(Michael Crump)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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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린다. 여러 가지 지식과 영감을 준 하이메 로드리게스(Jaime Rodriguez)와 팀 휴어(Tim
Heuer), 조안나 메이슨(Joanna Mason), 제니퍼 마스맨(Jennifer Marsman), 그리고 라이라

디리스콜(Layla Driscoll)에게 감사를 표한다. MVP 서밋에서 portable class library에 대
해 차분히 설명해 주고 그 후에도 도움을 준 데이빗 킨(David Kean)에게 감사드린다. 다니
엘 플레이스티드(Daniel Plaisted)는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해 준 온라인 서퍼터들과 MVP들에 대한 언급
없이 감사의 글을 끝낼 수는 없다. 특히, 다비드 조르단(Davide Zordan)과 숀 와일더머
스(Shawn Wildermuth), 제프 알브렛(Jeff Albrecht), 로베르토 바커리(Roberto Baccari),
데이빗 제이 켈리(David J. Kelly), 쥬베이어 아메드(Zubair Ahmed), 그리고 지니 카우히
(Ginny Caughey)에게 특히 감사를 드린다. Linked In .NET Users Group(LIDNUG)

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피터 숀(Peter Shawn)과 브라이언 헤이치 메드센(Brian H.
Madsen)의 지원과 윈도우즈 8에 대한 재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 주어 감

사드린다. 크리스 우드러프(Chris Woodruff)와 케이스 엘더(Keith Elder)는 방송에서 튀
김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필자의 트윗을 공유해 주고 이 책에 대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
사를 드린다. 이 책의 초안을 읽고 피드백을 준 초기 독자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매우 중요한, 필자의 슈퍼스타인 아내와 딸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야 했는지를 이해
해 주었다. 그들 없이는 이 책을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제레미 릭니스Jeremy Li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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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윈도우즈 런타임

도우즈 런타임(Windows Runtime, WinRT)은 개발자가 윈도우즈 8용 애플리케이

윈

션을 만들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의 API를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

이다. 윈도우즈 스토어(Windows Store) 애플리케이션들은 특정 디바이스와 터치 인터렉
션, 그리고 새로운 윈도우즈 8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조절되는 풀스크린 애플리케이
션들이다.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들은 대상 디바이스에 맞도록 조절하기 때문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tailored application)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윈도우즈 8용의 전통적

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이란 말은 데스크톱용이 아닌 WinRT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윈도우즈 스토어 버전
을 의미한다. WinRT의 도입은 2000년 후반의 .NET 도입 이후 윈도우즈 개발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이번 장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윈도우즈용 개발 플랫폼을 다시 살펴보며, 인기가 높아지
는 네츄럴 유저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 NUI)를 새로운 윈도우즈 8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과 개발을 위한 다양한 언
어들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필자는 WPF와 Silverlight처럼 기존의 XAML 기반의
기술들을 새로운 윈도우즈 런타임에 적용하는 방법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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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기: Win32와 .NET
“나는 빌 클린턴보다 더 빨리 마음을 바꿀 수 있다.”
- 제이 레노(Jay Leno), Windows 95 Launch Party에서 이 새로운 윈도우즈 테스크 바에 대해 언급하며.

1985년, 윈도우즈의 첫 버전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로 출시되었다. 이것은 완
전한 운영체제는 아니였지만, 콘솔 기반의 MS-DOS 위에 위치하는 레이어로 MSDOS Executive라고 불렸다(그림 1.1 참조). 10년 후, 이것은 윈도우즈 95의 출시로 획기
적으로 변경되었다. 빌 게이츠는 제이 레노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아이콘 형식의 “시작
(Start) 버튼” 모양 앞의 거대한 무대에 등장하여 이 강력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시연하

였다. 이것은 롤링 스톤즈의 노래인 “Start Me Up”과 함께 빠르게 인기를 얻었으며, 애
플(Apple)과 같은 경쟁자들을 뒤로하고 앞서 나갔다.

▒▒그림

1.1 MS-DOS Executive

그림 1.2처럼 윈도우즈 95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개발되어 온
Win32라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를 개발자가 사용하였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16비트 시스템과 새로운 32비트 기기 사이의 차이를 들고 나

돌아보기: Win32와 .NET

왔으며, 양쪽의 API 이름으로 새롭게 지원하게 되었다. Win32는 그것을 추상화한 새로
운 프레임워크와 플랫폼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모든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핵심으로 현존
한다(이제는 윈도우즈 API라고 더 많이 불린다). 그 시절, 이 API는 매우 강력하며 유연하다
고 여겨졌지만, 화면을 만들고 사용자와의 인터렉션에 필요한 저수준의 명령들을 개발자
가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그림

1.2 윈도우즈 95

다음의 코드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Hello World”를 출력하는 코드다.
#include<iostream.h>
int main()
{
cout << “Hello World” << endl;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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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32 API용 C++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리스트 1.1의 코드와 비교해 보자(이 예
제는 Microsoft Foundation Class Library, 즉 MFC를 이용하고 있다).
▒▒리스트

1.1 Hello, World의 Win32 MFC 버전

#include <afxwin.h>
class HelloApplication : public CWinApp
{
public:
virtual BOOL InitInstance();
};
HelloApplication HelloApp;
class HelloWindow : public CFrameWnd
{
CButton* m_pHelloButton;
public:
HelloWindow();
};
BOOL HelloApplication::InitInstance()
{
m_pMainWnd = new HelloWindow();
m_pMainWnd->ShowWindow(m_nCmdShow);
m_pMainWnd->UpdateWindow();
return TRUE;
}
HelloWindow::HelloWindow()
{
Create(NULL,
“Hello World!”,
WS_OVERLAPPEDWINDOW|WS_HSCROLL,
CRect(0,0,140,80));
m_pHelloButton = new CButton();
m_pHelloButton->Create(“Hello World!”,WS_CHILD|WS_VISIBLE,CRect(20,20,120,40),this,1);
}

돌아보기: Win32와 .NET

이 API는 윈도우즈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몇십 년 동안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윈
도우즈 기기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다. 화려
한 그래픽으로 포괄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수년 동안 C나 C++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다른 옵션들이 있었지
만, 이 두 개의 언어는 “관리되지 않은 코드(옮긴이_unmanaged code, 실행을 위해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되는 소스 코드(출처: 위키백과))”라는 이름으로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개발 영

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관리되지 않은 코드는 대상 기기가 읽을 수 있는 네이티브 명령어
로 바로 컴파일된다.
보통, VB라고 잘 알려진 Visual Basic 프로그래밍 언어의 첫 버전은 1991년에 발표되었
다. VB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Beginner’s All-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의 약자인 BASIC이라는 오래된 언어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VB는 개발자
가 논리적 요소들이 서로 작동하도록 코드를 구조화할 수 있게 해 주었다. VB 역시 네이
티브이자 관리되지 않은 코드를 생성하지만,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하여 코드
와 인터렉션하는 특별한 런타임 라이브러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VB 4.0은 1995년에 출시되었으며, 16비트와 32비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었
다. 대화형 개발환경(Interactive Development Environment, IDE)으로 패키징된 VB는 드
래그 앤 드롭으로 기존의 컴포넌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기능으로 개발자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다. VB는 199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출시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를 생성하기 위한 표준인 Common Object Model(COM)과도 통합되었다.
COM은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부터 접근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객체라고 알려짐)를 동적으로 생성하도
록 설계되었다. COM은 컴포넌트의 내부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해도 개
발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은 외부에 노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동작된다.
COM은 윈도우즈 진화에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도 윈도우즈 8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3은 Win32 애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오늘날에도 Win32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Win32가 지금도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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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에 새로운 프레임워크 작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Next Generation
Windows Services(NGWS)라는 코드명이었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베타 버전
은 2000년 후반에 .NET 1.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이것은 관리되는 코드(옮긴이_
managed code, 마이크로소프트의 Common Language Runtime에서만 실행될 소스 코드(출
처: 위키백과))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형식을 허용하였다.

C/C++ Application
Win32 API
Win32 Subsystem
Windows Kernel
Hardware

▒▒그림

1.3 Win32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스택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대상 기기가 읽을 수 있는 네이티브 명령
어로 직접 컴파일하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것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
지고 있지만, 내부에 있는 커널과 매우 가까운 수준의 호스트 시스템에 관한 개발자의 이해
가 필요하다. 개발자는 메모리를 직접 할당하는 방법과 더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해제하
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예를 들어, 그래픽 작업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와 픽셀을 화면에
그리는 데 사용되는 내부 버퍼에 렌더링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했다.
.NET 프레임워크는 윈도우즈 플랫폼에 관리되는 코드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레이어는
새롭게 도입된 Common Language Runtime(CLR)을 호출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관
리되는 것이라고 부른다. CLR은 개발자를 위하여 메모리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라이브
러리나 리소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일관된 방법을 제공하며, 더 안전한 코드를 보장
한다. 또한, CLR은 모든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Microsoft Intermediate Language

돌아보기: Win32와 .NET

또는 MSIL(때로는 IL이라고 간단하게 말함)로 지칭되는 언어와는 상관없는 레이어를 제공
한다. 런타임은 이 코드를 해석하여 대상 기기에서 실행되도록 네이티브 명령으로 변환
한다.
관리되는 코드의 개념은 .NET 프레임워크 이전에 존재하였다. 메인프레임이 유행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코드를 포팅하기 위해서는 에뮬
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9년도에 설립된 “쌍방향 소설(옮긴이_interactive fiction, 플레이어가 스토리 전개를 선택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이자 “Zork”라는 게임

으로 잘 알려진 초기 게임 회사는 “Z-machine” 인터프리터를 개발하여 Commodore
64와 Apple IIe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 게임을 출시하였다. Java 기술은 1991년
에 개발을 시작하였고,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관리하는 Java Virtual
Machine(JVM)을 내세웠다.
이 모델의 장점은 다양한 언어에 열린 플랫폼을 제공하며 더 강력한 크로스-플랫폼과 운
영체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관리되지 않은 코드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보통 운영체제의
특정 버전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러 개의 버전(예를 들면, 윈도우즈 XP와 윈도우즈 비스타, 그
리고 윈도우즈 7)에서 호환되도록 하는 특별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다. 관리되는 코

드는 .NET 프레임워크의 특정 버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프레임워크 스스로가 그
것이 설치된 운영체제들 간의 차이점들을 처리할 것이다.
.NET 프레임워크의 최초 버전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서 Windows
Forms(WinForms)이라고 알려진 API를 제공하였다. 그 API는 기본 그래픽 하드웨어
에 직접 접근하는 메서드들을 제공하는 Graphics Device Interface(GDI)를 기반으
로 하였다. .NET 프레임워크 3.0은 2006년에 출시되었으며,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WPF)을 포함하였다. 이 새로운 기술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 위
한 선언적인 방법으로 Extensible Markup Language(XAML)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
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XAML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폼 팩터(form factor)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데이터 바인딩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벡터 기반의 그래픽과
플러드 레이아웃(fluid layout)을 가능하게 한다.
.NET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는 그림 1.4와 같다. 이 예시는 코어 런
타임의 최상단 레이어에 있는 WP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개발자는 이 프레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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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내장되어 있는 Base Class Library(BCL)의 기본 클래스들의 장점을 이용하는 코
드를 생성하고, 파일 시스템 접근과 네트워크 연결과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Extensible Application Markup Language(XAML)와 같이 다양한 언어와 기
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모든 언어는 실행되는 동안에 CLR에 의해 네이티브 코드로 컴
파일되는 MSIL을 생성한다.
.NET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 Win32 API는 지난 10년 동안 윈도우즈
시스템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지배해 왔다. 비록 WPF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윈
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혁신하였고 Silverlight는 플랫폼의 범위
를 확장했지만, 윈도우즈는 한 번도 경쟁자로 생각되지 않았던 태블릿 PC로부터 큰 타
격을 입었다. 윈도우즈 95 런칭 파티 후 15년이 지난 2012년 4월, 애플은 첫해에 15만
대의 아이패드를 판매하며 반격하였다. 이 강력하고 새로운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Natural User Interface(NUI)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혁명으로
받아들여졌다.

F#

VB.NET

XAML

C#
Base Class Library
Common Language Runtime
Win32 Subsystem
Windows Kernel
Hardware

▒▒그림

1.4 .NET 프레임워크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스택

WPF

기대: NUI의 확산

기대: NUI의 확산
1800년대 초반에 타자기가 발명되었다. 초기 모델들은 알파벳 순서로 자판이 배열되어
있어서 빠르게 타이핑하기가 힘들었다. 1870년대 초반, 신문사 편집자였던 크리스토퍼
숄스(Christopher Sholes)는 가장 일반적인 알파벳들이 서로 가까이에 있지 않도록 키보
드 레이아웃을 고안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타이핑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느리게 하
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그렇게 한 이유는 타이핑할 때 꼬이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그것은 타이핑 속도를 더 빠르게 해 주었다(Charles Edward
Weller, 1918).

그 키보드는 매우 기계적인 기능을 제공하였다. 종이를 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바(bar)에
문자가 연결되어 있었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잉크를 묻혀서 사용하였다. 타자기는 이
제 진귀한 것이 되었고, 대부분의 키보드는 전기식이 되었다. 오늘날 존재하는 키보드는
운반하기 쉽도록 매우 작은 실린더들로 구성되며, 호스트 시스템에 무선으로 연결될 수
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에도 키보드의 모양은 지난 10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60년대 후반, 이 키보드는 마우스의 발명으로 처음으로 확산되었다. 제록스의 Palo
Alto Research Center(PARC)에서 근무하던 빌 잉글리쉬(Bill English)와 더글라스 엔
젤바트(Douglas Engelbart)는 마우스의 초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Edwards, 2008).
최초의 마우스는 꼬리처럼 생긴 전기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
요즘에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볼(ball) 대신에 적외선이나 레이
저를 이용하는 무선 마우스도 있다.
오늘날, 키보드와 마우스의 조합은 컴퓨터를 조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직관
적이지는 않다. 필자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개발자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러한
여러분은 주위의 친구와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는 중요한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은 그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느리게 키보드를 쳐서 입력하는 것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
며, 그 다음으로 클릭과 더블-클릭, 그리고 오른쪽 클릭의 차이점들을 설명해야 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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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조작하는 다른 방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때는 마우스가 완성되었던 1970년
대 초반이었다. “자연(natural)”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운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러분이 톰 크루즈(Tom Cruise)가 연기한 『마이너리티 리
포트(Minority Report)』라는 영화를 보았다면 영화 속 그가 홀로그램 이미지를 손으로 직

접 움직이고 회전시키는 것을 보고 감탄했을 것이다. 손으로 객체를 조작하는 것은 어린
아이도 습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컴퓨터 화면에 있는 문서를 옮기는 제스처를
이용하는 것이 마우스로 지정하고 클릭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다.
Natural User Interface(NUI)는 스마트폰이 터치 스크린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2000년
이 지나자마자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화기에서의 다양한 메뉴와 옵션을 손으
로 지정하고, 터치하며, 핀칭(옮긴이_스마트폰에서 확대/축소할 때 두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방
식)하고, 스와이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2007년, 애플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도

매우 편한 터치 전용 인터페이스인 아이폰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아이폰이 그렇게 빨리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터페이스였다고 믿는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휴대폰이었다.
아이폰이 인기를 끌던 그 시기에 닌텐도(Nintendo)는 위(Wii) 콘솔을 발표하였다. 이 콘
솔은 센서를 가진 특별한 원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사용자들은 그들의 팔
을 움직이고 손을 돌려서 콘솔을 조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볼링 공을 던지
는 것이나 골프 채를 휘두르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동작을 인식하였다.
그 콘솔은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베스트셀러 콘솔이었으며, 역사상 최고의 판매 속도를 보
였다(http://en.wikipedia.org/wiki/Wii).
2009년, 대중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명 프로젝트 나탈(Project Natal)이라는 것에 대
해 듣기 시작했다. 2010년 가을, 프로젝트 나탈은 Xbox 360을 위한 키넥트(Kinect)로 출
시되었으며, 원격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위(Wii)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키넥트 센서는 플레이어를 포함하여 방에 있는 사물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미지와 깊이
를 인식하는 특별한 카메라를 사용한다. 이 카메라들은 어떠한 컨트롤러도 없이 여러분
의 움직임을 통해 조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이크들의 배치 또한 정확도 높은 수준의 소
리를 가능하게 해 주며, 방에 있는 일반적인 소음 속에서 음성 명령을 할 수 있게 해 준
다.

기대: NUI의 확산

키넥트의 인기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기여하
는 여러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이끌었다. 몇몇 다른 경쟁 제품(비공식 제품)들이 시장에
서 빠져나간 후인 201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키넥트 윈도우즈 SDK를 출시하
였다. 버전 1.5에는 윈도우즈 8과 호환되는 드라이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몇 년 동안 NUI 혁명은 확산되었다. 슬레이트 PC와 태블릿 PC의 판매는 폭등했
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빠른 도입으로 “IT의 소비 확대화(Consumerization of IT)”라는
현상이 생겼다(2007년에 Consumerization of IT라는 보고서를 가트너(Gartner) 조사 기관이
발표하였다. 그에 대한 요약은 http://www.gartner.com/DisplayDocument?id=503272를 참
조하자). 직장인들은 무거운 랩탑을 가지고 다니는 대신에 더 가볍고 사용하기 쉬운 터치

기반의 슬레이트를 원했으며, 더군다나 자신의 돈으로 직접 구매하여 갖고 다닐 의사도
있었다. IT 부서는 직장에서 이러한 기기들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윈도우즈 7 운영체제(그림 1.5 참조)는 개발자가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제스처에 반응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터치 API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플랫폼용으로 개발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의 조합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마우스 클릭 대신 손가락 터치 정도의
간단한 동작에만 반응을 한다. 이것은 콘텐츠 조작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들과의 상호작용이 불편하였다. 스타일러스나 터치패드 팬의 크기에 비
해 굵은 손가락을 가진 사용자들에게는 화면의 작은 공간에 잔뜩 있는 텍스트를 선택한
다거나 라디오 버튼을 체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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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윈도우즈 7

필자는 소비자들이 NUI가 얼마나 쉬운지를 인식하면서 전통적 모델인 마우스와 키
보드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키넥트를 가지고 엔터테인먼
트 영역과 새로운 윈도우즈 폰(Windows Phone)으로 스마트폰 영역에 진출하였다. 그
들은 그냥 터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것이 아닌 윈도우즈 기기들을 위한 더 좋은 방
법이 필요했다고 인식하였다. 필요했던 것은 기기에 익숙한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하
고 그 즉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터치에 최적화된 운영체제였다. 애플과
안드로이드와는 다르게 그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해야 했었
다.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 무시되거나 놓칠 수 없는, 지난 수십 년 넘게 작성된 소
프트웨어들이 실행되는 윈도우즈 기기들은 세계적으로 약 12억 5천만 개(윈도우즈 7
을 사용하는 것은 약 500만 개)가 있다(http://articles.businessinsider.com/2011-12-06/
tech/30481049_1_android-apps-ios).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8로 그러한 도전에 뛰어들었다. 혁신적인 운영체제인 윈도우
즈 8은 여러분이 윈도우즈 7과 윈도우즈 비스타, 그리고 윈도우즈 XP 기기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윈도우즈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이 플랫폼은 새로운 스타일의 애플리케이션인 맞춤형 윈도우즈 스토어(Windows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소개하기

Store) 앱을 통해 최상의 터치 기반 NU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시 구상된 것이다.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소개하기
윈도우즈 8은 Natural User Interface와 태블릿 폼 팩터(form factor)를 채택하여 이
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윈도우즈 8의 핵심은 새로운 윈도
우즈 런타임(Windows Runtime, WinRT)용으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의 특별한 형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일반적으로는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Windows Store
Application)이라고 불리며, 이 책에서처럼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한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용자에게 맞도록 조정된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특별한 하드웨어 기능들을 활용하며, 실행되는 환경에 따라 그 기능들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이것들은 다양한 화면 해상도와 방향에 맞게 확장되며, 터치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용자의 위치를 파
악하고 실행되는 디바이스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은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살아있게 하며, 빠르고 유연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 플랫폼용으로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소셜 네트워
크, 그리고 클라우드와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에 대한
생명주기(lifecycle)를 확장한다. 제공된 도구들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언어를 이용
하여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윈도우즈 런타임(Windows Runtime 또는 WinRT)이
라고 불리는 특별한 레이어의 도움으로 실행된다. WinRT는 projection이라는 기술을 이
용하여 운영체제 API를 여러분이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에 매핑한다. C#에서
이 방법은 클래스들 간의 인터렉션처럼 보이게 된다. 이 기술은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상호작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왜냐하면 컴파일된 코드는 마치 관리되지 않은 C
또는 C++로 작성한 것처럼 API를 직접 호출하기 때문이다. 중간 번역(translation)이나
매핑이 없으며, API는 윈도우즈 8 OS로 직접 컴파일되어 운영체제에 직접 접근하도록
한다. Win32 API와는 달리, 윈도우즈 런타임은 객체지향 AP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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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프레임워크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는 WinRT API는 노출되어 있다. 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CLI)는 API(컴파일러가 여러분이 선택한 언어로 서명(signature)
을 표시하며 그것을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PI)에 대한 메타데이터

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메타데이터는 ECMA-335 표준을 따르며, Windows
Metadata용 확장자인 .winmd로 된 파일에 저장된다. 이 표준에 관한 정보는 ECMA

웹사이트인 http://www.ecma-international.org/publications/standards/Ecma
-335.htm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림 1.6은 여러분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될 아키텍처를 도식
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윈도우즈 8에 의해 그래픽과 디바이스, 보안, 네트워킹, 운영체
제와의 인터렉션,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통신과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특별
한” API가 많이 있다. 현재,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픽 마크업 엔진(하나는 관리되지 않
은 코드와 CLR을 통한 XAML 기반이며, 다른 하나는 렌더링을 위한 “Trident” 엔진과 Internet
Explorer 10에 내장된 JavaScript 해석을 위한 “Chakra” 엔진을 사용하는 HTML5 기반)을 가

진 윈도우즈 스토어 개발 플랫폼에 의해 지원되는 언어는 네 개가 있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의 특별한 특성에 익숙해지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기본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DirectX이며, 이전의 Graphics Device
Interface(GDI)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은 없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와
겹치지 않는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상태를 가진 특별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에서 실행된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활성화되지 않을 때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메모리와 같은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할 때는 종료될 수도 있다.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소개하기

XAML and C# or
VB.NET (CLR)

XAML and C++
(Unmanaged)

HTML5 / JavaScript
(Trident and Chakra)

Windows Runtime
Application Model
Windows Kernel
Hardware

▒▒그림

1.6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컴포넌트 스택

WinRT API들은 기본 커널을 직접 호출하는 것과 중개 API를 호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중개 API 호출은 데이터 무결성이나 사용자 무결성, 또는 보안 문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특별한 호출이다. 이 특별한 API를 사용하려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manifest)에 제시된 호출을 표시하여 그 의도를 선언해야 한
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그러한 호출에 대한 권한을 줄 것인지에 관
한 물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사용자 경험을 다루는 프로그램 관리부 책임자인 옌센 해
리스(Jensen Harris)는 잘 만들어진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의 여덟 가지 주요한 특
성을 설명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Build 콘퍼런스의 한 세션에 등장했다(여러분은 그
가 했던 최고의 발표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http://channel9.msdn.com/Events/BUILD/
BUILD2011/BPS-1004).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적으로 운영체제를 발표하고 일반 대중

에게 개발자 프리뷰를 출시한 그 콘퍼런스 전까지 윈도우즈 8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철저
하게 감췄다. 기조 세션에서 옌센은 윈도우즈 8 플랫폼용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따라
야 할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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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8 디자인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들은 일관된 모습을 갖는다. 사용자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용 디
자인 가이드를 최대한으로 따라야 한다. 여러분이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개발환
경과 함께 몇 가지 템플릿이 제공되며,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연습과 안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드라인을 온라인(http://
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apps/hh465427)에서 읽을 수 있다.

빠르고 유연함
모든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빠르고 유연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느리게 실행할
수 있는 API들을 비동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할 경우에만 애플리케이션의 응답을 관
리할 수 있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서 “느리다”라는 정의는 어떤 작업이 완료하는
데 50밀리세컨드보다 더 걸릴 경우다. 느린 작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파일 시스템 접근
과 네트워크 접속이다. 비동기적 작업은 그 작업이 애플리케이션의 백그라운드에서 진행
되는 동안 UI를 잡고 있지 않는다(옮긴이_동기적 작업은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UI를 포함한
다른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멈춰 있게 한다). C# 언어와 기본 프레임워크의 개선들로 여

러분의 코드에서 비동기 호출 결과를 관리하고, 대기하며, 응답하기가 더 쉬워졌다.
Visual Studio 2012 템플릿과 IDE는 유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
장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화면은 좌우로 쉽게 이동하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러분은 2장 “시작하기”에서
여러 가지 템플릿이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배울 것이며, 3장
“XAML”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전환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울 것이다.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소개하기

잡기 그리고 조절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충분히 클 경우(여기서 요구되는 폭은 적
어도 1344픽셀 이상)에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나란히 실행하도록 디스플레이의 영역을

간단하게 차지하도록 할 수 있다(옮긴이_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윈도우즈 8의 멀티태스킹을 의
미하며, 실행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잡아서 옆에 나란히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장된

제스처이며, 사용자는 실행되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크거나 더 작을 경우, 또는 사용자가
태블릿을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변경하여 제
공된 영역에 맞도록 쉽게 조절된다. Visual Studio 2012에 있는 템플릿은 이러한 기능
들을 애플리케이션에 구축하기 위하여 내장된 기능을 제공한다.

올바른 contract 사용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과 WinRT는 컨트랙트(contract)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
다. 컨트랙트를 언어와는 상관없이 코드에 있는 기능들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는 방법이
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 검색(Share) 컨트랙트는 HTML 콘텐츠와 비트맵 이미지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관리하기 때문에 클립보드와 같다. 컨트랙트는 운영체제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참(charm)을 통해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자가 노
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참은 사용자가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컨트랙트를 호
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UI 기능이며, 윈도우즈 8 플랫폼의 일부다. 컨트랙트와 그에 해
당하는 참의 예제는 검색(Share)이다.
사용자가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Share) 참을 선택하면 검색어를 입력하기
위한 텍스트 박스가 있는 운영체제 다이얼로그가 표시된다. 그 검색 창 아래에 운영체제
는 검색(Share)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를 표시할 것이다. 이 운영체제는 검
색어를 선택된 프로그램에게 전달할 것이며, 적절한 컨텍스트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영화 애플리케이션은 영화 제목에 검색어를 적용할 수 있으며, RSS 피드를 집계하
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최신 뉴스 항목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7은 이
과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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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윈도우즈 스토어
앱

윈도우즈 8 중개자
Search Contract 제공

Search Charm 호출

Contract를 통해 Search 전송

결과 전송

사용자에게 결과 표시

▒▒그림

1.7 charm과 contract

다른 참들은 설정(Settings), 장치(Device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 간에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한 공유(Share)가 있다. 여러분은 8장 “애플리케이션에 참 추가하기”에서 참과 컨
트랙트에 대해 자세히 배울 것이다.

위대한 타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폰 7에 타일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시작 화면에 영역을 차지
하며 오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하여 클릭을 하게 되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과는
달리, 타일은 동적인 정보와 컨텍스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화형 공간이다. 날
씨 타일은 현재 온도와 일기 예보를 요약해 줄 것이며, 트위터 타일은 여러분에게 멘션된
가장 최신 트윗들 사이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 줄 것이고, 이메일 타일은 읽지 않은 메시
지들의 현재 개수를 표시할 것이다.
라이브(live) 타일의 사용은 시작 메뉴를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실행할 수 있
는 대시보드로 변형한다. 여러분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타일을 실행하지 않아도 필요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소개하기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전의 윈도우즈 버전들에서 액티브 데스크톱(Active
Desktop, http://en.wikipedia.org/wiki/Active_Desktop)과 데스크톱 가젯(Desktop
Gadgets,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desktop/dd834142.aspx)

을 통해 제공하였던 것과 같은 경험을 준다. 하지만 타일은 윈도우즈 8 플랫폼의 중요한
부분이며,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림 1.8은 이전의 정적인 데스크톱의 예다. 여기서 유일하게 활성화된 정보는 왼쪽 하단
에 있는 날짜와 시간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정적이며, 아이콘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하기 위해서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데스크톱의 오른쪽에는 사용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흰 공간”이 있음에 주목하자.

▒▒그림

1.8 정적인 데스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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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림 1.9를 보자. 이것은 윈도우즈 8 시작(Start) 화면이다. 이 모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목하자. 또한, 각각의 타일은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한다. 날씨 애플리
케이션은 현재 날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한다. 사진 애플리케이션은 최근 이미지들
을 돌아가며 보여 준다. 이 모든 것들은 간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리
고 윈도우즈 8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9 윈도우즈 8 시작 화면

업데이트되는 타일에 관한 내부 구조는 네트워크 사용이나 장치의 베터리와 같은 자원들
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었다. 7장 “타일과 토스트”에서 자세히 배울 것이다.

연결됨과 살아 있음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연결되어 살아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타일을 통해 지속적
으로 최신 정보와 알림,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컨트랙트(contract)와 참
(charm) 사용으로 소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로컬 장치와 원활하게 연

결될 수 있다. 참과 컨트랙트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양한 소스들로부터의 데이터 통합

윈도우즈 8 도구

(6장 “데이터”에서 자세한 방법들을 배운다)과 네트워크 기반의 풍부한 콘텐츠의 배급을 통

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윈도우즈 8 디자인 원리 포함하기
좋은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의 마지막 특징은 윈도우즈 8 디자인 원리들을 포함한다
는 것이다. 이 특징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는 애플리
케이션을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자.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자. 핵심적인
작업에 집중하되, 산만하게 하는 작업들을 추가하지 말자.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하고
사용자 편의성에 항상 집중하자. 사용자가 작업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완료할 수 있을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원리들에 집중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윈도우
즈 8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으며, 이러한 원리들을 다양한 개발 도구
와 템플릿에 통합하였다. 여러분은 다음 절에서 이러한 도구에 대해 자세히 배울 것이다.

윈도우즈 8 도구
새로운 런타임은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하다. 윈도우
즈 8은 2012년 8월 15일에 RTM(옮긴이_PC 제조사에 납품하는 버전)을 발표하였고, 2012
년 10월 말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Visual Studio 2012는 2012년 8월에
제품이 출시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개발환경의 다음 버전은 새로운 윈도우즈 스
토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전통적인 데스크톱 애플리케션은 컴파일
된 직후 바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윈도우즈 폰(Windows Phone) 애
플리케이션처럼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이 실행하거나 디버깅하기 전에 패키
징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Visual Studio 2012는 여러분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주된
도구다. 이 도구는 온라인(http://dev.windows.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Visual Studio 2012를 설치하면 IDE에서 직접 새로운 윈도우즈 8 프로젝트를 생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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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1.10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보여
준다. 이 템플릿들은 윈도우즈 스토어 환경에 대한 하위 섹션에 따라 언어를 기준으로 그
룹지어져 있다. 몇몇 템플릿은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UI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1.10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장된 템플릿들

Visual Studio용 Blend
Blend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다. 이것은 HTML
과 XAML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작업에 필요하다. Visual Studio 2012는 애플
리케이션에 관해서 개발자 중심의 요소에 초점을 두지만, Blend는 디자이너 중심의 요
소에 좀 더 초점을 둔다. 디자이너를 위해 “Cider”라는 코드명이 붙은 독립적인 렌더링
엔진을 사용했던 Visual Studio의 이전 버전들과는 달리, Blend용 핵심 엔진은 Visual
Studio 2012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디자인과 관련된 작업들은 IDE (옮긴이_Visual
Studio 2012)를 떠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

윈도우즈 8 도구

Blend에 있던 디자이너 중심의 특정 작업들에는 애니메이션 설계와 시각적 상태를 조
작하기 위한 UI가 있다. 여러분은 3장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해 배울 것이며, 시각적 상태
(visual state)에 대해서는 4장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서 배울 것이다. 그림 1.11은

Blend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화면을 보여 준다.

▒▒그림

1.11 Visual Studio 2012용 Blend

이 책의 초점은 C#과 XAML의 조합으로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지만,
다른 언어들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C#에 관한 소개를 하겠다.

HTML5와 JavaScript
JavaScript는 다른 언어들과는 구별되는 그래픽 마크업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독특하
다. 윈도우즈 8용 JavaScript와 함께, 여러분은 CSS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마크업에
대해서는 HTML5를 이용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JavaScript를 이용하여 애플리
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HTML5는 Internet Explorer처럼 “Trident”라는 코드명을 가
진 렌더링 엔진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대한 장점은 파싱과 렌더링을 위하여 HTML 기
반의 웹 콘텐츠를 가져오기 쉽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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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과 CSS, 그리고 JavaScript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여러분은 페
이지에 있는 요소를 선택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jQuery(http://www.jquery.com/)와 같
이 기존 도구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WinRT API는 JavaScript 객체처럼 JavaScript 런타임에 비춰진다. 이 클래스들로 여
러분은 디바이스와 직접 인터페이싱할 수 있으며, 내장된 카메라로부터의 입력을 받
을 수 있고, JavaScript에서 직접 호스트 디바이스에 있는 다양한 센서에 반응할 수 있
다. 비동기적 호출은 JavaScript의 “Promise”들을 이용하여 처리된다. Promise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apps/
Hh700339.aspx에서 배울 수 있다.
HTML5/JavaScript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인
Microsoft Expression Blend와 직접 통합된다. 이 도구는 Silverlight와 WPF 개발자
및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XAML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작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Visual Studio 2012와 함께 이 도구는 디자이너가 HTML5 및 CSS를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게 개선되었다.
언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 여러분이

HTML5와 CSS, 그리고 JavaScript 기술을 가진 웹 개발자이며, 윈도우

즈 8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 때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싶을 경우
≐≐ 여러분이

HTML5와 CSS 사용을 선호하는 디자인 팀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 여러분이

HTML 콘텐츠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을 경우

JavaScript용 “Hello, World”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마크업은 리스트 1.2와 같이 몇 줄
안 되는 코드가 필요하다.

윈도우즈 8 도구

▒▒리스트

1.2 JavaScript를 이용한 윈도우즈 8 “Hello, World”

<!DOCTYPE html>
<html>
<head>
<meta charset=”utf-8” />
<title>HelloWorldJavaScript</title>
<!-- WinJS references -->
<link href=”//Microsoft.WinJS.1.0.RC/css/ui-dark.css” rel=”stylesheet” />
<script src=”//Microsoft.WinJS.1.0.RC/js/base.js”></script>
<script src=”//Microsoft.WinJS.1.0.RC/js/ui.js”></script>
<!-- HelloWorldJavaScript references -->
<link href=”/css/default.css” rel=”stylesheet” />
<script src=”/js/default.js”></script>
</head>
<body>
<div id=”helloText” />
</body>
</html>

helloText 요소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그 식별자를 참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default.js에 JavaScript로 innerText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helloText.innerText = ‘Hello, World.’;

JavaScript 템플릿은 다른 언어들과 거의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제공한다. 여러분
은 이것이 제공하는 룩 앤 필(look and feel)을 보고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언어로 만들어
졌는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C++과 XAML
C++ 옵션은 관리되지 않은 코드로 계속 작업을 해 왔던 많은 개발자가 열광하고 있다.
이것은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XAML과 C++을 결합하여 구축할 수 있게 해 준다.
XAML로 선언된 UI 요소는 애플리케이션에서 C++ 객체처럼 취급되며, 코드에서 직접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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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용 “Hello, Worl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XAML은 간단하게 TextBlock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Grid Background=”{StaticResource ApplicationPageBackgroundThemeBrush}”>
<TextBlock x:Name=”HelloText”/>
</Grid>

이에 대한 코드에서는 요소의 Text 프로퍼티를 설정한다.
MainPage::MainPage()
{
InitializeComponent();
HelloText->Text = “Hello, World.”;
}

DirectX와 직접 인터페이싱하는 윈도우즈 8 게임을 개발하기 위하여 네이티브 C++ 옵
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많은 이미지 처리를 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게임에
서 필요한 기능들은 High Level Shading Language(HLSL)를 이용하여 그래픽 하드
웨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 옵션은 C++로 작성된 기존의 프로젝트들과 라이브
러리들을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도록 참조할 수 있게 해 준다.
언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 여러분이

경력 있는 C++ 개발자이며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 이 기술을 활용하

고 싶을 경우
≐≐ XAML에
≐≐ 웹

익숙한 디자인 팀과 일하고 있을 경우

브라우저 엔진(HTML5/JavaScript) 또는 CLR(C#/XAML)의 추가적인 오버헤드

를 원하지 않을 경우
≐≐ 네이티브

C++ 코드로 작성하거나 HLSL 엔진과 같이 고성능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경우

윈도우즈 8 도구

VB/C#과 XAML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관리되는(managed) VB와 C#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 이 독특한 WinRT 프레임워크는 네이티브 CLR 요소처럼 표시하는 프로젝션(projection)을 통하여 애플리케이션이 API에 직접 접근하도록 해 준다. 이 책은 C# 옵션에 초

점을 두고 있지만, 이 API 호출과 템플릿은 VB.NET 버전용과 거의 동일하며, 단지 언
어 자체만 다를 뿐이다.
“Hello, World”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XAML은 C++ 예제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하다.
C#으로 작성된 코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public MainPage()
{
InitializeComponent();
HelloText.Text = “Hello, World.”;
}

이 방법을 언제 사용해야 할까?
≐≐ 여러분이

경력 있는 C# 개발자이며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 이 기술을 활용하고

싶을 경우
≐≐ 여러분이

Silverlight 또는 WPF 개발자이며 XAML 공부를 계속하고 싶을 경우

≐≐ XAML에

익숙한 디자인 팀과 작업하고 있는 경우

이 책의 예제는 XAML을 사용하는 C#에 초점을 둘 것이다. 여러분은 샘플인 “Hello,
World” 애플리케이션을 http://windows8applications.codeplex.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CodePlex를 통해 소스 코드를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우측 상단에
있는 커다란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Source Code 탭으로 이
동하거나 Downloads 링크를 클릭하여 특정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곳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정될 때마다 알림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있
는 링크를 클릭하여 이 프로젝트를 팔로우(follow)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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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RT의 내부
WinRT 컴포넌트는 COM 객체이며, 컴포넌트와 운영체제, 그리고 서로 다른 컴포넌트
들 간의 저수준의 인터페이스인 Application Binary Interface(ABI)를 준수한다. 이 컴
포넌트는 결과적으로 IUnknown을 구현하게 되는 IInspectable이라 불리는 특별한 인
터페이스도 구현한다.
JavaScript 인터프리터는 동적 언어 바인딩을 생성하기 위하여 IInspectable 인터페이
스를 사용할 것이다. 이 인터프리터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윈도우즈로부터 컴포넌트
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요청한 후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그 최종 결과는 여러분
의 JavaScript가 WinRT projection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프리터는 기본 컴포넌트
에 대한 요청을 통제할 것이다. 인터프리터는 영역 밖으로 나간 인스턴스를 청소하기 위
한 가비지 컬렉터(Garbage Collector)를 가진다.
.NET 버전에서 프로젝션된 클래스들은 COM 상호 운용성(Interopability)을 실제로 구
현한다. .NET 애플리케이션은 Runtime Callable Wrapper(RCW)를 이용하여 기본
WinRT(COM)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는 CLR 클래스와 상호작용한다. 호출은 기본 컴
포넌트에 프로젝트 레이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통제된다. projection은 표현된 타입에
따라 그 컴포넌트를 관리한다. 따라서 .NET 프레임워크에 있는 네이티브 가비지 컬렉션
은 영역 밖에 있는 객체들을 관리할 것이다.
C#과 XAML 조합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전체 .NET 프레임워크가 사용되고 있
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핵심 Base Class Library(BCL)와 프로젝션 레이어 사용을 제한
하는 .NET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별한 프로파일이 있다. 관리되는 언
어의 조합을 이용하여 작성된 애플리케이션들은 .NET 프레임워크 런타임의 의존성을
가질 것이다. projection에 대한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므로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는 심
각한 성능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C++ 옵션은 언어 확장을 통해 WinRT와 상호작용한다. 이것은 컴파일러가 WinRT 컴
포넌트를 생성자(constructor)와 파괴자(destructor), 메서드, 그리고 예외(exception)와
비슷한 언어 패턴들에 매핑할 수 있게 해 준다. C++에서 메모리 관리는 보통 “레퍼런스

WPF와 Silverlight, 그리고 Blue Stack

카운딩(reference counting)”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실행되지만, WinRT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생성되므로 참조체(reference)는 자동으로 관리된다.

WPF와 Silverlight, 그리고 Blue Stack
2011년 //Build 콘퍼런스에서 윈도우즈 8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몇 달 뒤인 2011년 12
월에 Silverlight 5가 출시되었다. //Build 이전에 많은 개발자는 Silverlight의 다음 버
전에 대해 추측하였으며, Silverlight, 심지어는 .NET도 새로운 운영체제에서 지원되
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윈도우즈 8 시스템은 .NET 프
레임워크와 함께 Silverlight 애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와 브라우저 밖에서(Out-OfBrowser, OOB) 모두 실행할 수 있다.

이 새로운 플랫폼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자리가 있을까? 필자가 확신하는 그
대답은 확실히 “그렇다”이다. WPF를 이용하여 Silverlight와 .NET 프레임워크에서 실
행되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투자된 시간과 리소스는 상당히 많으며, 대다수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 8 시스템에서 “예전처럼” 실행될 수 있다. 만약 그 애플리케
이션이 터치 기능을 결합하기 위하여 이미 빌드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윈도우즈
8은 나란히 실행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환경(윈도우즈 스토어와 데스크톱)을 제공
한다. 때로는 윈도우즈 8용 애플리케이션을 “그린 스택(green stack)”이라고 하며, 데
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블루 스택(blue stack)”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윈도우즈 8 플
랫폼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시한 초기 다이어그램에서 이 색들을 사
용했기 때문이다.
윈도우즈 스토어 또는 그린 스택은 이 책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이 책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은 이 특별한 비데스크톱용 애플리케이션을 의미
한다). 데스크톱 환경 또는 블루 스택은 개발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다. 이것은 .NET

프레임워크와 함께 WPF와 Silverlight를 포함하여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여
러분이 선택한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여 이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다. 개발자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윈도우즈 8로 빌드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
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데스크톱을 지원하느냐에 대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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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애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 스토어 환경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아웃룩(Outlook)의
윈도우즈 스토어 버전은 매우 환영받았지만,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크고
복잡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편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상상이 안 된
다. 또한, 윈도우즈 스토어 환경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상상이 안 된
다. 이것이 바로 Visual Studio 2012가 데스크톱 환경에서 실행되는 이유다. 그럴 때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하여 코드를 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제스처와 터
치를 이용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은 양쪽 모두를 지원하는 버전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메인 애
플리케이션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돌아가는 반면, 알림과 뉴스 피드로 정보의 고급 데시
보드를 제공하는 최신 버전은 윈도우즈 스토어 환경용으로 개발된다. 예를 들어, 윈도우
즈 스토어 환경에서 Internet Explorer 10은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된
다. 데스크톱에서는 전통적인 데스크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다
른 버전을 실행할 수 있다.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의 타깃만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으며,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C#과 같은 언어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다양한 타깃
들 간에 코드의 핵심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블루 스택을 지원하지 않는 윈도우즈 8의 특별한 버전은 Windows RT로 언급된다. 이
버전은 ARM 기반의 칩셋으로 구성된 디바이스에서만 실행된다. ARM 디바이스는 낮
은 전력에 최적화되고 낮은 발열을 내는 특별한 칩을 사용한다. ARM 칩을 사용하는 슬
래이트와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은 메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냉각하기 위한 팬이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작은 폼 팩터(form factor)를 가질 수 있다. 이 칩은 전통적인 인텔
시스템과는 다른 네이티브 명령어 세트를 사용한다. 따라서 ARM 장치용으로 작성된 윈
도우즈의 특별한 버전은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만 지원할 것이다.

요약

요약
이번 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간단한 역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다양한 API와
플랫폼, 그리고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설명하였다. 여러분은 윈도우즈 8에서 실행되는 터
치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윈도우즈 스토어 플랫폼과 관련된 도
구들을 배웠다. 필자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설명하였
으며,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그래픽 마크업 엔진 선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일관성과 우아함, 그리고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한 공통적인 특성들을 공유한다. 그것들은 완벽하게 통합되며, 대상 디바이스에 적합하
도록 조절되고, C#과 XAML 개발자가 사용했던 동일한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여 구축된
다. 이 놀랍고도 새로운 플랫폼용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면 페이지를 넘
겨서 다음 장으로 가 보자!

인용
Edwards, B. The Computer Mouse Turns 40. Macworld: December 9, 2008.
Weller, C.E. The Early History of the Typewriter. La Porte: Chase & Shepard,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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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llo, World”는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개발자가 새로운
언어나 플랫폼을 배우기 위하여 개발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여

러분은 이전 장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Hello, World”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웠다. 이번 장에서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설정 방법을 배우
게 된다. 여기에는 많은 옵션이 있으며, 그것들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을 설정할 때 필자는 Visual Studio 2012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을 설명할 것
이다. 이 템플릿들은 여러분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고 실행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처리를 해 주는 내장된 코드와 마크업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맞는 템플릿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번 장에서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간단한 예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 예
제에는 몇 가지 고급 기능이 들어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플랫폼
에 얼마나 쉽게 통합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에 배포하는 방법과 애플
리케이션이 가진 구조도 배울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내
용 일부가 윈도우즈 8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알았을 때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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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하기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설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윈도우
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려면 Windows 8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여
러분의 시스템에 Windows 8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
지 다른 방법이 있다. Windows 8이 설치되어 있다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 도구인 Visual Studio 2012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Extensible Markup
Language(XAML)를 조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Blend를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다.

Windows 8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이
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윈도우즈 8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
션을 개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윈도우즈 8 시스템에서 Visual Studio 2012를 이용해야
만 하기 때문이다. 설치 미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은 주요 웹사이트(http://dev.windows.
com/)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설치를 위한 미디어를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OS 다운로드는 설치 CD나 DVD로 생
성할 수 있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미지로 배포된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Virtual CloneDrive(http://www.slysoft.com/en/virtualclonedrive.html)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마운트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경우

의 다른 방법은 DVD나 외장 USB 드라이브를 준비하기 위한 Windows 7 USB/DVD
다운로드(Windows 8과 호환되는 것)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http://wudt.codeplex.
com/).

Windows 8 설치를 위한 이미지를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떤 구성
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다. 여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 전체

설치 ─ 기존에 있던 운영체제를 Windows 8로 교체하는 선택. 기존 시스템

에 있던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해 두자. 왜냐하면 업그레이드하면서 덮어 써지기
때문이다.

환경설정하기

≐≐ 듀
 얼

부팅 ─ Windows 7과 Windows 8을 모두 부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하는 옵션. 이 방법으로 설치하면 컴퓨터를 켤 때 어떤 운영체제로 부팅하고 싶은지
를 결정하는 물음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은 디스크 드라이브에 파티션을 이용하거
나 Virtual Hard Disk(VHD) 이미지를 생성하여 설치하게 될 것이다.
≐≐ 가상

머신 ─ 이것은 가상 하드 드라이브를 생성하고 가상 머신에 운영체제를 로드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머신 제품들은 많이 있지만,
필자는 이 옵션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라클(Oracle)의 VirtualBox를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료 가상 머신 호스트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
다. 이 책을 쓰기 위하여 필자는 윈도우즈 8을 전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서 전체 설치 옵션을 사용하였다. 윈도우즈 8이 새로운 운영체제라서 모든 도구와 기능
이 가상 머신에서 아직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 머신 옵션은 최상의 선택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에 대한 지원이 산발적이며, 필자는 완전한 터치 기능의 모니터를 가지
고 있음에도 터치를 사용하는 메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휴대용 윈도우즈 8
윈도우즈 8은 외장 USB 드라이브에 전체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Windows to
Go라고 불리는 독특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은 여러 드라이버(예를 들어, 여러분의 업
무용 데스크톱과 가정용 랩톱) 간에 운영체제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 새로운 장치에
서 처음 부팅할 때에는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스캔하여 적절한 드라이버들을 다운로드하며, 다
음 번 부팅부터는 그 드라이버들을 로드할 것이다. 이 버전의 윈도우즈 8과 전체 설치(이것은
Windows RT라고 불리는 ARM용 Windows 8을 지원하지 않는다)와는 약간의 제한과 차이점들
이 있지만, 편의성과 휴대성 때문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http://technet.
microsoft.com/en-us/library/hh831833.aspx를 참조하자.

설치를 시작하려면 여러분의 구성에 맞는 내용을 다루는 절로 넘어가자. 이미 설치를 해
서 바로 개발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번 장의 “Hello, Windows 8” 절로 넘어
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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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설치
윈도우즈 8 설치는 빠르며 쉽다. 설치 미디어를 삽입하고 메시지를 따르도록 하자. 설치
가 되면 윈도우즈 8 설치를 구성하기 위한 몇몇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시스
템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온라인 업데이트를 위한 설정을 선택하고, 사용자 로그인
계정을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은 윈도우즈 라이브(Windows Live)라고도 알려진 윈도우
즈 계정(Windows Account)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클라우드와의 동기화와 SkyDrive
와의 완벽한 통합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화 단계들이 끝났다면 다 끝난 것이다! 이제 윈도우즈 8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듀얼 부팅
듀얼 부팅(dual boot) 설치는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OS를 유지하면서 윈도우즈 8
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다음의 단계들은 여러분이 윈도우즈 7을 사용하고 있다
고 가정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하드 디스크에 공간을 생성하는 것이다.

WARNING
다음의 단계들은 윈도우즈 시스템에 관한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하드 드
라이브의 섹션들을 다시 파티션으로 나누고 포맷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에 대한 백업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윈도우즈 디스크 관리(Windows Disk
Management) 작업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하기를 강력하게 권장한다. 분명히 경고했다!

만약 윈도우즈 8을 설치하기 위한 파티션이나 하드 드라이버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
던 하드 드라이버의 공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시작(Start) 메뉴에서 컴퓨터(Computer)
를 오른쪽 클릭하여 관리(Manage) 를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 컴퓨터 관리(Computer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것이다.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저장소(Storage) →
디스크 관리(Disk Management)를 선택하자. 이것은 그림 2.1과 같은 윈도우즈 디스크 관
리(Windows Disk Management)를 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줄이고자 하는 파티션을 오

른쪽 클릭하고 볼륨 축소(Shrink Volume)를 선택하자.

환경설정하기

▒▒그림

2.1 윈도우즈 디스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이 디스크 관리자는 사용 가능한 공간을 알기 위하여 볼륨을 스캔할 것이다. 이 작업은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크기와 단편화(fragmentation)의 정도에 따라 몇 분이 걸릴 것이
다. 이 작업이 끝나면 새로운 볼륨에 대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윈도우즈 8의 권장 최
소 공간은 20GB이다. 그림 2.2는 최소 용량을 메가바이트 단위로 입력한 다이얼로그를
보여 준다.
여러분은 몇 분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전 아이콘(옮긴이_spinning icon, 예전의 모
래시계 아이콘처럼 작업 중을 의미하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이콘)을 보게 될 것이다. 비할당

(Unallocated)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섹션은 여러분이 지정한 크기로 표시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세션을 오른쪽 클릭하고 새 단순 볼륨(New Simple Volume)을 선택하자. 그러면
단순 볼륨 만들기 마법사(New Simple Volume Wizard)가 나타날 것이다. 다음(Next) 버튼

을 클릭하여 새로운 볼륨을 위한 디폴트 공간을 그대로 두고 다음(Next) 버튼을 클릭하
자. 다른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디폴트를 유지하도록 하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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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과 같이 보이게 될 마지막 다이얼로그에서 볼륨 포맷을 NTFS로 선택하고 의미 있는
레이블을 붙이자.

▒▒그림

2.2 새로운 파티션을 위해 줄이고자 하는 공간의 양 지정하기

▒▒그림

2.3 듀얼 부팅을 위해 파티션 포맷하기

다음(Next) 버튼을 클릭하자. 최종 다이얼로그는 여러분이 선택했던 다양한 설정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맞다고 확인되었다면 마침(Finish)을 클릭하자. 그러면 새로운
볼륨이 포맷되고, 마운트되며, 윈도우즈 8 설치에 대한 준비가 다 된 것이다.
Windows 8 DVD 또는 USB 드라이브를 삽입하고 리부팅하자(이 과정은 “전체 설치” 절

환경설정하기

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사용자 정의(Custom) 옵션을 선택하자. 메시지가

표시되면 여러분이 생성한 볼륨을 선택하자. 여러분은 그 볼륨을 알아 볼 것이다. 왜냐하
면 여러분이 지정한 크기로 표시될 것이며, Primary 파티션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올
바른 볼륨을 선택하자. 여기서 실수하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덮어 쓸 수도 있다.
“전체 설치”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설치 과정을 따라 하자. 시스템이 리부팅되면 새로운
메뉴가 나타난다. 윈도우즈 7에서 사용되었던 텍스트 기반의 메뉴와는 달리, 윈도우즈 8
용 부팅 메뉴는 그래픽적이며, 윈도우즈 8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마우스와
키보드, 그리고 터치 친화적이다. 여러분은 이전의 윈도우즈 7 운영체제를 부팅할지, 아
니면 새로운 윈도우즈 8 운영체제를 부팅할지를 선택하는 화면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8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부팅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개발을 위한 설치와 여러분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뛰어들 준비가
다 된 것이다.

가상 머신 설치
가상 머신에서 윈도우즈 8을 설치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사용하
는 가상 머신에 따라 다르다.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
적인 가상 머신 중 하나는 VirtualBox라고 불리는 무료 오픈 소스 솔루션이다. 이것은
http://www.virtualbox.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가상 머신
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미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것들은 이 과정을 더 쉽게 하도록
ISO 이미지를 직접 마운트할 수 있다.

Visual Studio 2012
Visual Studio는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환경이며,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데 사용될 도구다. Blend의 Express 버전과 함께 패키징된
Visual Studio의 Express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할 수 있다. 다른 버전들은 모듈 테스트부터 아키텍처 디자인 도구까지의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이 책은 주로 무료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
는 몇몇 기능은 유료 버전이 필요하다. 다음은 다양한 버전 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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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Professional ─ 이 버전은 비즈니스 분석가와 테스터를 위해 설계된 것이며,

팀 협업 기능과 다양한 테스트 기능, 그리고 랩 관리(Lab Management)를 포함한다.
≐≐ Professional

─ 이것은 개발자를 위한 입문자 수준의 버전이며, 여기에는 디버깅과

코드 분석, 단위 테스트, 개발 플랫폼 지원, 그리고 통합된 개발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 Premium

─ Test Professional 버전과 Professional 버전의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

엄 수준의 버전이며, 코드 메트릭스(code metrics)와 코드 커버리지(code coverage),
코드화된 UI 테스팅(coded UI testing), UML 다이어그램, 스프린트 계획(sprint
planning), 그리고 백로그 관리와 코드 리뷰, 그리고 스토리보드가 추가되었다.
≐≐ Ultimate

─ 이것은 가장 종합적인 버전이며, 다른 버전들이 가진 모든 기능을 가지

고 있다. IntelliTrace(내역 기록 디버거), 부하 테스트, 마이크로소프트 Fakes(격리
단위 테스트를 위한 프레임워크), 고급 아키텍처 도구, 그리고 기능 팩들이 추가된다.

Blend
Expression Blend는 Silverlight와 WPF, 그리고 윈도우즈 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이
전부터 사용했던 디자인 도구다. 이것은 XAML과 HTML 모두를 기반으로 하는 윈도우
즈 8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확장되었다. Blend는 콘텐츠에 대한 세련된 미리
보기를 제공하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고 페이지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디자인 타임(design-time) 데이터를 지원하며, 디자인 화면에 컨트롤과 UI 동작을 드래
그 앤 드롭 방식으로 배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다.
Blend의 많은 기능은 Visual Studio 2012를 위한 디자인 도구로 통합되었다. Visual
Studio 2010의 이전 버전은 Blend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코드명
“Cider”라는 XAML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Blend 엔진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며, 이전 버전에 익숙한 개발자는 그 도구를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이 책은 Visual Studio 2012를 위한 XAML 디자인 도구로 통합된 Blend의 기
능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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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Windows 8
이번 절에서는 여러분의 첫 번째 윈도우즈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다. 이번 애
플리케이션의 목적은 아주 고급 기능을 최소한의 코드로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사진을 찍기 위하여 여러분의 웹캠을 사용
하며, 그것을 사진 라이브러리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할
것이다. 또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서 미리보기와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할 것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한 다음, 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윈도우즈
8 운영체제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설치 및 배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실
행을 포함하여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세 단계에 대해 배운다. 마지막으로, 필
자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NET과 동일한 메타데이
터 표준을 WinRT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ILDASM(코드 역(逆)어셈블
러)라고 불리는 도구 사용법을 보여 줄 것이다.

첫 번째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생성하기
모든 작업은 Visual Studio 2012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우리는 Visual C#)
로 할 것인지와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설
치한 Visual Studio의 버전에 따라 윈도우즈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웹 기반 애플리케
이션, 리포팅 솔루션, SharePoint 통합, 또는 윈도우즈 8 플랫폼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는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의 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는 File → New → Project를 선택하자. Windows Store 옵
션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나타난다.

템플릿
Visual Studio에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은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들을 기반으로 하
는 애플리케이션의 서로 다른 시작점을 제공한다. 여러분은 목적에 따라 여러 그룹 및 개
별 항목과 상호작용하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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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템플릿을 이용할 때의 장점은 카테고리와 상세 내용 간의 연결과 세로 모드와 가로 모
드 간의 방향 전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분할된 화면에서 표시될 때 크기
조절을 지원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것이다.

▒▒그림

2.4 C#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젝트 템플릿들

Blank Application
이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페이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미리 지정된 컨트롤이나
레이아웃이 없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시작점이며, 기본적인 인프라를 연결하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다.

Grid Application
그리드 애플리케이션은 멀티 페이지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카테고리
들로 그룹화된 데이터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피드-리더(feed-reader) 애플리케이션은
각각의 피드에 대한 그룹을 구현하며, 각 그룹은 그 피드에 대한 항목들의 묶음이나 개별

Hello, Windows 8

적인 포스팅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템플릿은 그룹 간의 이동이나 특정 그룹 및 항
목의 상세 내용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2.5는 이 템플릿으로 생성된 애플리
케이션의 디폴트 페이지다.

▒▒그림

2.5 그리드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이 프로젝트 템플릿은 훨씬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음의 클래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헬퍼 클래스를 제공한다.
≐≐ BindableBase

─ 이 기초 클래스는 MVVM 패턴을 따르는 뷰 모델을 위한 클래스

다. 이것은 데이터 바인딩 시스템에 참여하는 객체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게 해 준
다.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는 3장 “XAML”에서 자세히 배울 것이다.
≐≐ BooleanNegationConverter

─ 이것은 Boolean 데이터 요소의 값을 쉽게 전환해

준다.
≐≐ BooleanToVisibilityConverter

─ Boolean 데이터 요소의 값을 기반으로 하는 UI 요

소의 형태를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LayoutAwarePage

─ 페이지의 방향과 뷰 모드(즉, 전체 화면인지 아니면 다른 애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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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옆에 있는지) 모두를 추척하는 Page를 위한 기초 클래스다.
≐≐ RichTextColumns

─ 많은 데이터 요소를 바인딩하며, 그것들을 동일한 컬럼에 자동

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커스텀 패널을 지정한다.
≐≐ StandardStyles

─ 애플리케이션의 모양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타일들의 유

용한 딕셔너리다. 스타일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배울 것이다.
≐≐ SuspensionManager

─ 값(특히, 상태를 복원하는 데 유용한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헬

퍼 클래스. 애플리케이션 상태에 대해서는 5장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에서 자세히
배울 것이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배울 것이다. 또한, 애
플리케이션 간에 코드를 공유하는 유용한 방법들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
러분을 위하여 클래스들을 제공하는 템플릿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클래스들을 생성하
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Split Application
스플릿 애플리케이션은 그리드 애플리케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룹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항목으로 이동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룹들의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을 표시하며 시작한다. 특정 그룹을 선택하여 들어가게 된다면 한쪽 화면
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의 목록이 있는 스플릿 뷰가 나타나며, 다른 쪽 화면에서는
선택된 특정 항목에 관한 상세 내용이 표시된다. 그림 2.6은 이 템플릿으로 생성된 애플
리케이션의 스플릿 뷰다.
이 템플릿은 그리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열한 헬퍼 클래스어와 딕셔너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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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스플릿 뷰

Class Library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 프로젝트 템플릿은 서비스(예를 들어 유틸리티,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데
이터 모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다른 코드)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템플릿들

중 하나와 연결(link)될 수 있는 어셈블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Windows Runtime Component
윈도우즈 런타임 컴포넌트 템플릿은 재사용할 수 있는 WinRT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제공된 윈도우즈 8 언어를 이용하여 구축된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에서 접근될 수 있는 특별한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있다. 4장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에서 WinRT 컴포넌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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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est Library
단위 테스트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의 시스템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정의하는 특별한 클래
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클래스는 테스트 시스템에 의해 호출되는 메서드를 포함한다. 테
스트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9장 “MVVM과 테스트하
기”에서 테스트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이번에 만들 애
플리케이션을 위하여 필자는 Blank Application 템플릿으로 시작한다. 여러분은 이
책의 내용을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http://windows8applications.
codeplex.com/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이번 프로젝트
와 솔루션의 이름은 ImageHelper다.
첫 번째 단계는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것
은 XAML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여러분은 3장에서 XAML에 관
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XAML은 다양한 객체들의 생성을 지원하는 선언 언어
(옮긴이_declarative language, 원시 프로그램 중에서 이용하는 수치나 변수 등을 어떠한 형식으
로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도록 규정된 언어. 출처: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전산용어사전
편찬위원회 엮음, 2011.1.20, 일진사)이며,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를 이용

하여 속성과 하위 요소(child element)를 정의할 수 있게 해 준다. XAML이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용도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는 UI 요소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템플릿은 MainPage.xaml 파일에 디폴트 Grid 요소를 항상 생성한다. 다음 단계는
Grid 시작 태그와 마지막 태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다.
<Grid.RowDefinitions>
<RowDefinition Height=”*”/>
<RowDefinition Height=”Auto”/>
</Grid.RowDefinitions>

이것은 하위 요소들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하단 행(row)을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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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단 행에 남은 공간 전부를 주라고 디스플레이 엔진에게 지시한다. 왜냐하면 Auto
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자동 크기 조절을 의미하며, *(별표)는 “남은 공간의 전부를 취한
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Grid.RowDefinition> 태그와 </Grid> 태그 사이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태그를 추가하자. 이것은 상단 행에서 중앙에 정렬되어야 한다. 크기가 조절되고 확장
되어야 할 때는 가로세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미지는 정렬(alignment) 속성을
이용하여 중앙에 정될된다. Stretch 속성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맞도록 해야 할 때 런
타임이 이미지 크기 조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지시한다. Uniform 값은 가로세
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한다.
<Image x:Name=”ImageTarget” Grid.Row=”0”
HorizontalAlignment=”Center” VerticalAlignment=”Center”
Stretch=”Uniform”/>

마지막으로, 추가했던 Image 다음에 두 개의 버튼을 보여 주기 위하여 StackPanel을
추가하자. 이 요소는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각각의 요소를 옆으로 쌓는다. 이번 예제 프
로젝트에서 첫 번째 버튼은 새로운 이미지를 캡처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두 번째 버튼은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마진(margin) 속성은 간격(padding)을 지정하므로 버튼들은 서로
붙어 있지 않을 것이다.
<StackPanel Grid.Row=”1” Margin=”10”
HorizontalAlignment=”Center” Orientation=”Horizontal”>
<Button x:Name=”CaptureButton” Content=”Capture New Image”
Click=”CaptureButton_Click_1”/>
<Button x:Name=”SaveButton” Content=”Save Image”
Click=”SaveButton_Click_1” Margin=”20 0 0 0”/>
</StackPanel>

여러분이 완성된 샘플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따라하며 이 애플리케이
션을 만들고 있다면, Click 속성을 지정할 때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벤트 핸들러 코드를 갖도록 <New Event Handler>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자. 만약 완성된 샘플에서 이 코드를 복사하여 붙여 넣었다면 Click 속성
에 있는 값을 삭제하고 다시 직접 작성하면 드롭-다운 메뉴를 볼 수 있다.
새로운 UI를 테스트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매개변수(parameter) 몇 가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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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시작(Start) 화면에 표시될 친숙한 이름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
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몇몇 동작과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먼저,
Solution Explorer에 있는 Package.appxmanifest라는 이름의 파일을 더블-클릭하자. 그

러면 그림 2.7과 같은 다이얼로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림

2.7 애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에 대한 다이얼로그

애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manifest)는 중요하며, 네 가지 섹션을 포함한다. 이 다이얼로
그는 섹션들을 수정하고 기본적인 XML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 준다. 매니페스트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고 View Code를 선택하면 XML 파일 소스를 볼 수 있다. 네 가지
섹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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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plication

UI ─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정보. 이것은

Image Helper처럼 친숙한 이름을 지정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짧은 설명을 줄 수 있
는 곳이다.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의 방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타일(tile)과 노티피
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7장 “타일과 토스트”에서 자세히 배울 것이다).
≐≐ Capabilities

─ 윈도우즈 8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이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기

능과 디바이스를 제한한다. 원하는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면 그 기능을 선언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도중 선언되지 않
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지정하
였다고 해도 사용자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동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다.
Internet (Client)와 Pictures Library Access, 그리고 Webcam 기능은 이번 애플리케

이션을 위해 선택하도록 하자. 다른 기능을 클릭하면 해당 기능들에 관한 설명과 도
움말을 볼 수 있다.
≐≐ Declarations

─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은 참(charm)과 컨트랙트(contract)를 가

진 강력한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로 통합될 수 있다. 8장에서 선언에 대해 자
세히 배울 것이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Share Target 선언을 선택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자. 다음으로, Data formats 아래에 있는 Add New 버튼을 클릭하고
Bitmap이라고 타이핑하자. 이 다이얼로그는 그림 2.8과 같이 보일 것이다.
≐≐ Packaging

─ 배포될 패키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든 유일한 속성을 편집할 수 있

게 해 준다. 여러분은 패키지를 참조하는 고유한 이름과 시스템에 패키지를 나열
할 때 표시할 이름, 그리고 배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예
제에 대한 패키지 이름을 그대로 남겨 두었으며, 표시될 이름을 Image Helper라
고 하였다.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편집이 끝나면 패키지 매니페스트를 저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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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비트맵을 받을 수 있는 공유 대상(share target)으로 애플리케이션 선언하기

이제 이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자. 처음에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걱정
하지 말자. 여러분은 몇 가지 특정 기능에 대해 구현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chapter)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것이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Share Target으
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공유를 처리하는 올바른 이벤트를 구현해야 한다. App.xaml.cs 파
일(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코드-비하인드(code-behind) 파일)에 다음의 코드로 App 클래스
에 오버라이드를 추가하자(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템플릿에 의해 생성된 코드를 복사하는 것
에 주목하자. 유일한 차이점은 그 페이지에 매개변수가 전달된다는 것이다).
protected override void
OnShareTargetActivated(ShareTargetActivatedEventArgs args)
{
var rootFrame = new Frame();
rootFrame.Navigate(typeof(MainPage), args);
Window.Current.Content = rootFrame;
Window.Current.Activate();
}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Share 참(charm)을 사용하면 Share Target으로 선언된 애플리케이션들의 목
록이 제공된다. 실제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미지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위
도우즈 키(Windows Key)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자(또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오른쪽에서
부터 중앙 쪽으로 스와이프하자). 그림 2.9에서는 이 책의 원서 표지 이미지를 공유하려고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선택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2.9 사진(Photos)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공유 참(charm)

사용자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다면 OnShareTargetActivated 이벤트가 공
유되는 정보와 함께 호출될 것이다. 이 코드는 네비게이션에 대한 프레임을 생성하는 코
드를 실행하고, 그 프레임에 페이지(이것이 시작 페이지다)를 추가한 다음, 윈도우즈를 활
성화하고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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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Page.xaml.cs에서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먼저, WriteableBitmap 객체를 담
기 위한 프라이빗(private) 필드를 추가하자(여러분은 이 파일의 상단에 Windows.UI.Xaml.
Media.Imaging에 대한 Using 구문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동

작하는 카메라 캡처나 공유된 항목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private WriteableBitmap _writeableBitmap;

다음으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캡처하는 코드를 추가하자. 이 작업이 얼마나 간단한
지 놀랄 것이다. 두 개의 Using 구문을 추가하자.
using Windows.Media.Capture;
using Windows.Storage.Streams;

리스트 2.1은 컴퓨터에 있는 웹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캡처하는 코드를 보여 준다. 이것
은 XAML에서 클릭 이벤트를 위하여 생성되었던 빈 메서드에 위치할 것이다. 이번 애플
리케이션을 처음부터 구축하고 있다면 이 코드를 입력한 다음, F5를 눌러 컴파일하고 배
포하여 실행해 보자.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한다면 그림 2.10처럼 웹캠을 사용하기
위한 권한을 얻는 프롬프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림

2.10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한 권한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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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몇 줄의 코드로 사용자의 웹캠을 활성화할 수 있었으며, 사용자가 사진을 캡처하여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준다. 만약 웹캠이 없다면 카메라를 연결해야 한
다는 안내 페이지를 보게 될 것이며, 웹캠이 있으면 사진을 찍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보이
는 이미지를 터치해 보자.
▒▒리스트

2.1 내장된 웹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캡처하는 코드

private async Task LoadBitmap(IRandomAccessStream stream)
{
_writeableBitmap = new WriteableBitmap(1, 1);
_writeableBitmap.SetSource(stream);
_writeableBitmap.Invalidate();
await Dispatcher.RunAsync(
Windows.UI.Core.CoreDispatcherPriority.Normal,
() => ImageTarget.Source = _writeableBitmap);
}
public async void CaptureButton_Click_1(object sender,
RoutedEventArgs e)
{
var camera = new CameraCaptureUI();
var result = await camera.CaptureFileAsync(
CameraCaptureUIMode.Photo);
if (result != null)
{
await LoadBitmap(await result.OpenAsync(
Windows.Storage.FileAccessMode.Read));
}
}

애플리케이션을 정지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상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스와이프
(swipe)하거나 Alt+F4를 누르자.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종료될 것이지만, 디버거

는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종료하기 위해서는 Visual Studio 2012에 있는 Stop 아
이콘을 클릭하거나 Shift+F5를 누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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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윈도우즈 8에서 대부분의 제스처는 키보드및 마우스의 동작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화면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스와이프하면 참 바(Charm Bar)가 나타날 것이다. 마우스를 작업 표시
줄(Task Bar)의 오른쪽 끝으로 옮기면 동일한 작업이 실행된다. 키보드에서 윈도우즈 키
(Windows Key)와 C를 동시에 눌러도 같다. 애플리케이션을 디버깅하고 있을 경우에 데스
크톱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윈도우즈 키(Windows Key)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누르자. 여러분
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작 메뉴를 다른 쪽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옮기고 싶다
면, 윈도우즈 키(Windows Key)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Page Up)이나 페이지 다운(Page
Down)을 누르자.

이 코드는 카메라 캡처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객체를 참조하면서 시
작한다. async와 await 키워드는 사진을 가져오기 위한 사용자의 요청을 비동기적으
로 전송하기 위하여 함께 사용된다(6장 “데이터”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 자세히 배
울 것이다). 사용자가 UI에서 사진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제어권이 다시 전달

될 것이다. 사용자가 사진을 선택하면 이 코드는 그 사진을 비트 단위로 읽어서 특별한
WriteableBitmap 객체에 저장하게 되며, 픽셀은 나중에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
하여 참조될 수 있게 된다(사용자가 디스크에 저장한 경우). 비트맵 로직은 LoadBitmap이
라는 우리의 메서드에 위치하므로 여러 가지 소스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리스트 2.2에 있는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는 코드는 나머지 클릭 메서드에 관한 것이다.
이 코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using 구문을 추가해야 한다.
using
using
using
using

Windows.Storage;
Windows.Storage.Pickers;
Windows.Graphics.Imaging;
System.Runtime.InteropServices.WindowsRuntime;

이 코드에는 약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전에 작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사용자는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심지어는 지정된 특정 파일 형식으로 저
장하게 되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WinRT Picker 컴포넌트를 통
해 수행된다. 사용자가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했다면 이미지는 Portable Network
Graphics(PNG) 형식으로 인코딩되어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저장될 것이다. 애플리케

이션을 실행하여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여 저장된 위치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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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미지를 미리보기할 수 있다. 윈도우즈 8에서의 그래픽과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관
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windows/apps/
br226400.aspx를 참조하자.
▒▒리스트

2.2 이미지를 저장하는 코드

public async void SaveButton_Click_1(object sender,
RoutedEventArgs e)
{
if (_writeableBitmap != null)
{
var picker = new FileSavePicker();
picker.SuggestedStartLocation =
PickerLocationId.PicturesLibrary;
picker.FileTypeChoices.Add(“Image”, new List<string>()
{ “.png” });
picker.DefaultFileExtension = “.png”;
picker.SuggestedFileName = “photo”;
var savedFile = await picker.PickSaveFileAsync();
try
{
if (savedFile != null)
{
IRandomAccessStream output = await
savedFile.OpenAsync(FileAccessMode.ReadWrite);
BitmapEncoder encoder =
await BitmapEncoder.CreateAsync(
BitmapEncoder.PngEncoderId, output);
encoder.SetPixelData(BitmapPixelFormat.Rgba8,
BitmapAlphaMode.Straight,
(uint)_writeableBitmap.PixelWidth,
(uint)_writeableBitmap.PixelHeight,
96.0, 96.0,
_writeableBitmap.PixelBuffer.ToArray());
await encoder.FlushAsync();
await output.GetOutputStreamAt(0).FlushAsync();
}
}
catch (Exception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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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s = ex.ToString();
}
}
}

에러 핸들링은 문제가 발생할 때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준
다. 필자가 의도적으로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 단순하도록 유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몇 가지 기능에 빠르고 쉽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윈도우즈 8이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리고 윈도우즈 8 플랫폼에 있는 애플리케이
션 간의 통합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그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작업이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공유 기능에 대해 선언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페이지
에 대한 공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였다. 그 정보를 받기 위하여 리스트
2.3에 있는 코드를 구현하자. 이 코드는 공유된 비트맵을 가져다가 WriteableBitmap
에 로드한 다음, 웹 카메라에서 캡처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준다. 이 코드는
MainPage.xaml.cs에 들어가며, 템플릿에 의해 생성된 비어 있는 OnNavigatedTo
메서드를 대체한다. using 구문으로 Windows.ApplicationModel.Activation과
Windows.ApplicationModel.DataTransfer를 추가해야 할 것이며, _shareOperation
필드에 대한 선언도 추가해야 한다.
▒▒리스트

2.3 공유된 비트맵을 받기 위한 코드

protected async override void OnNavigatedTo(NavigationEventArgs e)
{
var args = e.Parameter as ShareTargetActivatedEventArgs;
if (args != null)
{
_shareOperation = args.ShareOperation;
if (_shareOperation.Data.Contains(
StandardDataFormats.Bit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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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bitmap = await _shareOperation.Data.GetBitmapAsync();
await ProcessBitmap();
}
else if (_shareOperation.Data.Contains(
StandardDataFormats.StorageItems))
{
_items = await _shareOperation.Data
.GetStorageItemsAsync();
await ProcessStorageItems();
}
else _shareOperation.ReportError(
“Image Helper was unable to find a valid bitmap.”);
}
}

애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형식이 두 개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하나는 원시(raw) 비트맵
형식이다. 비트맵이 전달되면 비트맵의 내용에 대한 스트림 참조체가 저장된 다음, 다음
과 같이 로드된다.
private async Task ProcessBitmap()
{
if (_bitmap != null)
{
await LoadBitmap(await _bitmap.OpenReadAsync());
}
}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로컬 디바이스에 저장된 사진들을 참조할 것이다. 이러한 애플리케
이션은 공유 대상으로 전달하기 위한 스트림에 사진의 내용을 묶는(packing) 대신, 저장
된 항목들의 목록을 생성할 것이다. 저장된 항목들은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참조하며,
그것들 중 몇몇은 이미지일 것이다. 리스트 2.4에 있는 코드는 반복문을 통하여 저장된
각각의 항목을 가져오며, 이미지 형식인 첫 번째 항목을 찾아 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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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2.4 저장 항목들을 반복하기

private async Task ProcessStorageItems()
{
foreach (var item in _items)
{
if (item.IsOfType(StorageItemTypes.File))
{
var file = item as StorageFile;
if (file.ContentType.StartsWith(
“image”,
StringComparison.CurrentCultureIgnoreCase))
{
await LoadBitmap(await file.OpenReadAsync());
break;
}
}
}
}

이전에 했던 것처럼(Ctrl+F5)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한 후에 실행해 보자. 여러분이 마
지막으로 실행했던 때와 동일하게 동작할 것이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빠져 나오자
(Alt+F4 또는 화면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한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아마도 사진(Photos) 애플리케이션
일 것이다)으로 이동하고 참 바(Charm Bar)를 열자. 참 바를 여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중 하

나로 할 수 있다. 간단하게 터치 스크린의 오른쪽에서부터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하면 된
다.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화면의 오른쪽 하단 구석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도록
하자.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목록이 표시될 것이다.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자. 이 애플리케이션은 옆에서 슬라이드하며 들어
올 것이다. 이 효과를 fly-out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 위로 옆에
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메인 페이지를 재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더 좁은 화면 폭에도 맞도록 fly-out에 대한 특별한 페이지를 설
계할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오는 화면은 새로운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웹 카메라로 캡처했
던 것처럼 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한 동일한 버튼들과 함께 데스크톱의 섬네일(thumb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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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번 예제는 공유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하여 단순화한 것이다. 여러분이 버튼을 클릭한다
면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될 것이다. fly-out을 허용하지 않는 파일 피커가 애플리케이션
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파일을 저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공유 동작의 일부다. 이러
한 시나리오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공유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자세히 배우게 된다.

내부 살펴보기
이번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우 많은 것들을 했었다! 웹 카메라로 이미지를 캡처
하고 저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표시할 수도 있었다. 여러분의 로그인한 계정이 SkyDrive 계정과
연결되었다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의 코드를 바꾸지 않고도 클라우드로 이미지를 저장
할 수 있다(파일 저장 다이얼로그에서 옵션으로 표시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윈도우즈 8이 어떻게 관리할까? 그 대답은 WinRT에 관한 설명 속에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WinRT 컴포넌트다
이전 장에서 WinRT 아키텍처에 대해 배웠으며, 여러분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에
서 몇몇 WinRT 컴포넌트를 사용하였다. CameraCaptureUI가 그것들 중 하나이며,
FileSavePicker가 다른 하나였다. 여러분이 만들었던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도
WinRT 컴포넌트라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겠다! 애플리케이션은 시작 메뉴나 컨트랙트
(contracts)를 통하여 실행될 수 있는 특별한 WinRT 컴포넌트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는 세 가지 간단한 단계(설치와 탭, 그리고 실행)로 요
약할 수 있다. 설치 단계는 운영체제에 컴포넌트 배포를 포함하며, 시스템에 등록된다(모
든 기능들과 선언들을 포함). 시작(Start) 메뉴에서 아이콘을 탭하면 윈도우즈 8은 컴포넌트

를 배치하고 실행한다. 이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실행되는 시점이다.

확장자와 클래스
윈도우즈 8이 애플리케이션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면 놀랄 수도 있다. 이것은
윈도우즈 레지스트리(Windows Registry)를 사용한다. 이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즈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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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다. 윈도우즈 3.1에서 도입
되었던 이 레지스트리는 20년이 넘었다! 바로 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애플리케이션들
을 서로 통합하는 컨트랙트를 포함하여 윈도우즈 8 경험을 만든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거기에 있는 항목은 레지스트리에 클래스로 저장된다. 클래스
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WinRT 컴포넌트에 대한 고유 식별자다. 확장자는 컨트랙트
를 나타낸다. 시스템에는 수많은 컨트랙트들이 있으며, 그것들 모두는 해당 컨트랙트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클래스들의 묶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커맨드 라인(command line)을 열자(가장 쉬운 방법은 시
작(Start) 화면에 접근하기 위하여 윈도우즈 버튼(Windows Button)을 누른 다음, cmd라고 타이핑한

다음에 나오는 명령 프롬프트(Command Prompt)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이다). regedit라고 입력하

고 엔터(Enter)를 누르자. 보안에 관한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Yes를 클릭하자. 그러면 윈
도우즈의 여러 버전들에 존재하였던 예전의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열릴 것이다.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regedit를 타이핑한 애플리케이션 검색 화면에서 실행할 수도 있다.
HKEY_CURRENT_USER → Software → Classes → ActivatableClasses → Package를 확

장하자. 패키지 아래에서 그 패키지 이름(이것은 매니페스트의 Packing 탭에 있는 Package
name에 의해 표시되는 긴 문자열)으로

시작하는 항목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빌드

하고 배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레지스트리 항목이다. 패키지 이름과 버전, 문화, 그리
고 생성된 코드의 조합인 이 항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항목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
션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예를 들면, HTML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웹 브라우저 엔진을
가진 호스트를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클래스와 메서드가 호출되어 실행되

는지에 관한 정보를 윈도우즈 8에게 제공한다.
이젠 HKEY_CURRENT_USER → Software → Classes → Extensions → ContractId를 확
장하자. 확장자는 시스템 컨트랙트를 나타낸다. Windows.ShareTarget이나 Windows.File과
같은 몇몇 컨트랙트를 알아볼 것이다. 여기에는 시작 메뉴에서 실행될 수 있는 WinRT 컴
포넌트에 대한 컨트랙트를 나타내는 Windows.Launch라는 컨트랙트도 있다. 그 노드(node)
를 확장해 본다면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나열된 몇몇 항목들을 알아 볼
것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Windows.ShareTarget 노드 아래에도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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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 8이 레지스트리에 저장한 특별한 WinRT 컴
포넌트다. 사용자가 공유(Share) 참(charm)을 선택하면, 윈도우즈 8은 공유 대상으로 나
열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그것들을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위하여 레지스트리를 열 것이
다. 사용자가 그것을 탭하면 클래스는 윈도우즈 8이 어떤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어떤 메
서드를 호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에서 참조된다. 사용자가 여러분의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애플리케이션 타일(tile)은 클래스를 찾
아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진정으로 특별한 형식의 실행(Launch)
참(charm)이다.

ILDASM 사용하기
운영체제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 외에도, 윈도우즈 8 애플
리케이션은 메타데이터도 게시한다. 이 메타데이터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메서드, 그
리고 WinRT 컴포넌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노출되는 속성으로 세분화된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HTML5나 C++ 또는 C#으로 작성되었다고 해도 같은 형식의 메타데
이터 정보가 게시된다.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알도록 해 준다. 또한, 컴포넌트의 기능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언어의 로컬 객체로 매핑할 수 있다.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알기 위하여 ILDASM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동작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개발자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자. 그림 2.11처럼 참(charm)을 가
져오는 것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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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데스크톱으로부터 가져온 참(charm)

위에 나타난 참(charm)에서 검색(Search) 아이콘을 클릭하고 Command라고 입력하자.
이렇게 하면 목록이 나타날 것이다.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는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Developer Command Prompt)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여 애플리
케이션 바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Pin to taskbar) 문구가 있는 아이
콘을 클릭하자. 마지막으로, 왼쪽 클릭하거나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Developer Command
Prompt) 메뉴를 탭하여 열고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엔터(Enter)를 누른다.
ildasm.exe

이렇게 하면 .NET Framework IL Disassembler가 실행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
은 .NET 어셈블리들을 조사하고 관련된 IL을 보기 위하여 사용된다. 윈도우즈 8에서는
WinRT 애플리케이션들과 컴포넌트들을 검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윈도
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ECMA-335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CLI)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공개 표준이다. 이 표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cma-international.org/
publications/standards/Ecma-335.htm을 참조하자.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

Visual Studio 2012에서 솔루션 탐색기(Solution Explorer)에 있는 ImageHelper라는 프
로젝트 이름을 오른쪽 클릭하여 솔루션 컨텍스트 메뉴를 연다. Open Folder in Windows
Explorer 옵션을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한 폴더를 열게 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한 결과를 보기 위하여 bin → Debug 폴더로 들어가자. 그 폴더는
그림 2.12처럼 보일 것이다.

▒▒그림

2.12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결과(output) 파일들

ImageHelper 파일을 클릭하고(여러분의 시스템에서 파일 확장자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예제 그림처럼 파일 확장자가 표시되도록 환경설정하여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라고 표시된 파
일을 선택) ILDASM 다이얼로그로 드래그하자. 여러분은 그 실행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

터를 파싱하여 표시한 트리 구조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생성
되었던 클래스와 메서드, 속성, 그리고 이벤트를 보기 위해 트리 구조에 있는 노드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3은 그 트리 구조를 보여 준다. 여러분도 볼 수 있듯이,
C#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IL 코드를 생성하였으며 .NET Framework와 함께 실행한
다. 운영체제에 대한 WinRT 컴포넌트는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며 네이티브 클래스들처
럼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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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부 메타데이터와 코드

이 애플리케이션은 몇 가지 코어 WinRT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심지어는 컴포넌트가 운
영체제의 일부일 경우에도 ILDASM 툴을 사용하여 그 컴포넌트의 서명을 검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웹 카메라로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하여 Windows.Media.Capture에 대
한 참조를 포함하였고 CameraCaptureUI 컴포넌트를 사용하였다. 여러분이 어디를 살
펴봐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이 컴포넌트를 검사할 수 있다.
ILDASM 툴에서 File → Open을 하거나 Ctrl+O를 누르고 파일 피커 다이얼로그에서 윈
도우즈 8 메타데이터 폴더로 이동하자.
C:\windows\system32\WinMetadata

거기서 .winmd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파일들은 어떠한

ImageHelper 애플리케이션

언어로 만들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지정된 WinRT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
지고 있다. 스크롤을 내려서 Windows.Media.winmd 파일을 선택하자(파일 확장자를 표시
하는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확장자가 표시되지 않겠지만, 다이얼로그는 WINMD 형식의 파일을 표
시할 것이다). 열기(Open) 버튼을 클릭하거나 탭하자. 그림 2.14는 컴포넌트가 여러 노드

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 준다. 여러분은 이미지 캡처를 위해 사용하였던 클래스 정의와 메
서드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4 WinRT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폴더에서 사용 가능한 수많은 파일을 살펴보면 윈도우즈 8 플랫폼이 얼마나
종합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그저 내장된 WinRT 컴포넌트이며, 여러분의
코드나 시스템에 설치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분명
히 알 수 있듯이, 윈도우즈 8 플랫폼은 많은 개발자에 익숙한 수십 년 동안의 기존 기술
이 내장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매우 강력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부분들을
연결하는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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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장에서는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설정 방법을 배웠으며, 애
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다양한 도구와 Visual Studio 2012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템
플릿을 배웠다. 여러분은 단 몇십 줄의 코드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캡처하고, 다른 애
플리케이션에서 공유된 이미지를 받으며, 로컬 파일 시스템이나 클라우드에 이미지를 저
장할 수 있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한 다음, 구현한 애플리케이션과 컨트랙트에 관한 정보를 저
장하기 위하여 윈도우즈 8이 레지스트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웠다. 또한, 컴포넌트
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개 표준과 ILDASM 툴을 이용하여 메
타데이터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다음 장에서는 XAML 기술에 대해 배울 것이
며, 이것이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용 UI를 만드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살펴볼 것
이다.

